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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교육과학기술부(현재는 교육부로 편입 및 개편됨)는 2007년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방안을 수립하고 2013년 상용화를 목

표로 디지털교과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당시에는 아직 IDPF에서 EDUPUB

표준을 제안하지 않은 상태로 2005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에서 진행

된 전자교과서 개발 표준안 연구를 기반으로 한 XML 방식의 전자교과서 포

맷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0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전자책 포맷 표준화

방안 연구’를 토대로 EPUB에 기반한 디지털교과서 포맷 표준화 방안을 마련

하는 등 표준 포맷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결과로 2014년 10월 기준으로 시범학교로 지정된 곳에서 조차 3.7%밖에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하지 않고, 종이책 교과서로 수업을 병행하는 등 효용성

문제가 제기1)되기도 했다.

디지털교과서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디지털

교과서 표준 포맷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이로 인해 2009년 이후 빠른 속도

로 보급된 다양한 모바일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다.

2007년 당시에는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다. 개인용 모바일기기는 가격이 비싸고 하드웨어 성능이 낮아 모

든 학생들에게 보급할 수 없었다. 개인용 모바일 기기의 보급 문제는 디지털교

과서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모바일기기의 OS도 윈도우 모바일, 윈도

우,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전용 플랫폼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상호 호환이 되

지 않아 디지털교과서 환경이 바뀔 때마다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것도 큰 문제

1) 기사 “디지털교과서만 활용 3.7%뿐” 스마트기기 OS 업데이트에 오류 / 2014년 10

월 30일 / www.newsmin.co.kr



였다.

2009년 이후 등장한 안드로이드와 iOS 기기는 시장 점유율이 96.4%2)까지

올라 OS 환경이 통일되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으로 하드웨어 가격이 저렴해

지면서 모바일 기기의 보급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교과서 표준 포맷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었다.

XML방식의 디지털교과서 포맷은 호환성 문제로 사업 초기에 사용이 중단되

었으며 EPUB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교과서 표준을 새로 만들었다. 하지만 인

터렉티브 한 출판물을 제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국제 표준이 제안

되지 않은 상태여서 국제 표준이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질 경우 제작, 유통, 활

용 플랫폼을 모두 바꿔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IDPF에서 2013년부터 워크샵을 진행하던 EPUB 3을 기반으

로 한 EDUPUB Profile이 체계를 갖춰 디지털교과서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

로 정리가 되었다.

최근 전자출판 분야는 상호작용 및 멀티미디어가 강화된 전자책의 강세 및

콘텐츠와 서비스 접목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시

도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의 확산으로 전자책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

며 유아동 도서나 취미•실용 분야에서 인터렉티브 전자책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용 서비스로는 EPUB 2기반의 전자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

만 점차 EPUB 3 포맷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자 참고서 및 학습 교재

등 교육용 콘텐츠 시장으로 전자책 시장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EPUB 2 기반의 전자책 시장은 장르소설을 중심으로 일반 소설, 경제경영,

자기계발, 인문서 같은 텍스트 중심의 콘텐츠가 주를 이루었다. 이 분야들은

전자책 확산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출판 분야에서 이들을 포함한 일반단행본

매출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는다. 이 중 전자책으로 이용하는 분야는 소설,

장르소설, 경제경영, 자기계발, 인문 분야가 전체 매출의 90% 가까이 점유하기

때문에 전자책 전체시장 규모가 커지기 위해는 학습지(매출 비중 38%), 교과

2) 기사 참조 : 안드로이드•iOS,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96% 넘어 / 2014년 8
월 27일 / http://www.itworld.co.kr



서 및 학습참고서(매출비중 22%)등 출판분야별 매출의 60% 이상 점유하고 있

는 교육분야로 진출이 필요하다.

[그림 I-1] 출판분야별 비중(2013년 출판산업 실태조사)

2. 연구의 필요성

IDPF는 2013년부터 IDPF, IMS Global, W3C를 중심으로 전자출판 기술과

교육 기술을 융합한 표준 세트 개발을 위해 EDUPUB Alliance (가칭)를 구성

하여 관련 공동 프로젝트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현재 EDUPUB Profile 등 디

지털교과서를 위한 표준 문서를 발표하였다.

국내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고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

표준 문서를 분석이 선행되야 한다.

EDUPUB은 EPUB 3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높은 호환성을 보장한다.

Android, iOS 등의 모바일 기기 뿐 아니라 윈도우, 리눅스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Readium 등과 같이 웹 기반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다. 교육

을 위한 별도의 하드웨어를 배포하지 않고 교사와 학생이 보유하고 있는 모바

일 기기를 통해 디지털교육이 가능해 졌고, 하드웨어의 구매 비용이 낮아 모바

일 기기가 없는 교사나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이 용이해 졌다.



접근성과 상호작용이 보장되는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참여와 체험의 기

회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즉각적인 평가와 분석을 제공함으로서 학습 성과 향

상을 도모할 수 있다.

EPUB 3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라면 EDUPUB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에 산업계에서는 적은 비용 투자로 EDUPUB 유통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EPUB 3 제작 도구를 이용해 EDUPUB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어

별도의 저작도구를 만들고 저작 방법을 교육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점들은

EDUPUB 콘텐츠 상용화를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가장 먼저 추진한 국가이지만, 콘텐츠 및 서비

스를 구현하기 위한 원천기술 확보 수준이 미흡하여 EDUPUB Alliance의 관

련 활동 및 표준 진행 사항에 대한 동향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글로

벌 컨소시엄을 통한 학습 및 기술 교류를 통해 가존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수

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EDUPUB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국내 디지털교과서에

서 먼저 구축한 기술이 고립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국제 표준 반영에 적극적

인 대응을 해야 하며 출판업계의 자발적인 표준 도입을 위한 기술 토대 마련

도 시급하다.

EDUPUB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IDPF에서 제안하

고 있는 EDUPUB 관련 문서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 표준에 대

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EDUPUB 관련 문서 분석 및 부합화는 산업계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할 수 있다. 기존에 정부 주도하에 추진됐던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산업계의 참여가 어려워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었으나 EDUPUB 분석 및 부합

화 문서를 제공한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IDPF에서 제안하고 있는 EDUPUB

출판물 제작을 위한 표준 5종(EDUPUB 프로파일, EPUB 공개 주석, 배포 가

능 객체, 스크립트 구성요소, 스크립트 구성요소 패키징과 통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번역하여 국내 표준으로 부합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디지털교과

서 구현 기술, 표준, 생태계 등에 대한 분석에 활용과 상용화를 위한 출판, 유

통 업계의 니즈 파악을 위해 국내 및 해외 동향 분석을 할 계획이다.



II. 연구의 목표 및 범위

1. 연구목표

스마트폰, 태블릿의 확산으로 유아동 도서나 생활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인터

렉티브 전자책이 출시되고 있다. 전자 출판 분야는 상호작용 및 멀티미디어가

강화된 전자책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 분야는 이러닝 기술과 접목한 ‘디

지털 교과서'로 확대를 모색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분야는 이러닝 기술과 접목한 디지털교과서로 확대를 시도하며 국가

주도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육용 콘텐츠 시장으로 전자책 시장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접근성과 상호작용을 통한 참여와 체험을 교육분야에 적

용하여 즉각적인 평가와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성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

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가장 먼저 추진하였다. 하지

만 콘텐츠 및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원천기술과 국제적 표준이 없는 상태에

서 시작하여 시범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상태이다.

IDPF에서는 IMS Global, W3C를 중심으로 EPUB 3에 기반한 EDUPUB

Profile를 발표했다. 이는 디지털 교과서 분야에서 표준으로 자리잡을 전망이

다. 국내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원천기술 확보 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IDPF의

글로벌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학습 및 기술 교류를 위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분

석하고 국내에서 연구 개발한 기술을 국제 표준과 비교하여 기술 차이를 줄여

야 한다. 더 나아가 국내의 디지털교과서 기술을 국제 표준에 반영함으로써 원

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EDUPUB을 분석하고,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적시에 모니터링 하

여 국내 디지털 교과서와 국제 표준화 사이의 기술 차이를 줄이는데 그 목적

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디지털 교과서에서 먼저 구현한 기술이 고립(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국제 표준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EDUPUB 표준화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외 동형 파악, EDUPUB

관련 문서 분석 이 두가지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가) EDUPUB 표준화 프로젝트 현황 조사 및 분석

IDPF에서는 EDUPUB과 관련한 표준화 문서를 공개했다. 이 표준화 문서는

EPUB 3과 교육분야 표준(IMS QTI, LTI, Caliper 등)을 기반으로 교육 분야에

필요한 항목을 재정의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출판 분야 표준과 교육분야

표준이 디지털 교과서를 위해 융합되기까지의 기술 변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각 EDUPUB 프로젝트 별로 국내 디지털 교과서와 형식 및 기능 관점에서

갭을 분석한다. IDPF의 전자책 표준은 디지털 교과서와 기술상 차이점이 존재

하는 반면, IMS Global의 온라인 평가, 학습용 소프트웨어, 학습 분석 등 교육

기술은 새로 도입하는 부분이므로 도입 방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EDUPUB 표준 구성 요소 중에서 2015년도에 공개된 세부 기술들의 특징 및

목적에 대한 해설을 수행한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이 5개로 구성되어 있다.

- EDUPUB 프로파일(EPUB 3 EDUPUB Profile)

- 공개 주석(Open Annotation in EPUB)

- 배포 가능 객체(배포 가능 객체)

- 스크립트 구성요소(EPUB Scriptable Components)

- 스크립트 구성요소 패키징과 통합(EPUB Scriptable Components

Packaging and Integration)



본 연구를 통해 이 5개의 공개된 표준을 분석 및 부합화하여 전자출판 표준

화 포럼에 단체 표준(안)으로 제출한다. 이 표준안은 본 연구 보고서 본문에

특징 및 해설을 담고, 부록으로 번역한 EDUPUB 표준 문서를 첨부한다.

나. 국내외 EDUPUB 동향 분석 및 EDUPUB 지원용 오픈소스 소

프트웨어 프로젝트 현황 조사

국내 출판물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EPUB Alliance를 통

한 해외 유관 업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해외 시장 동향을 분석한다. 미

국, 유럽, 일본 등 EDUPUB Alliance에 적극 참여하는 국가들의 교육 출판 유

통 생태계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교육 출판사의 콘텐츠 및 서비스가 함께 유

통될 수 있는 호환성 확보를 위한 지침으로 사용한다.

국내 출판계의 디지털 교육 콘텐츠 활용 현황과 EDUPUB에 대한 인지도와

니즈를 파악한다. 국내 출판계는 아직 디지털 교육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한 실정이다. 출판계에서는 EDUPUB에 대한 인지가 낮아 EDUPUB의 디지털

교육 콘텐츠 활용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내 출판계의 디지털 교육 콘텐

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출판 산업계에서 EDUPUB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한다.

Readium Foundation을 통해 추진 중인 EDUPUB 지원용 오픈소스 SW프로

젝트 현황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전자책 뷰어, 저작도구 등 관련 제품을 효과

적으로 개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SW 개발 환경 및 API 개발 방안

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Readium.org 및 epubzone.org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리소스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 개발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도입하기 위

한 방안을 살펴본다.



3. 연구 방법

가. EDUPUB Alliance를 중심으로 관련 표준화 추진 현황 조사 및

분석

- EDUPUB Alliance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프로젝트 현

황을 조사하고 최신 활동 내용을 업데이트 하여 보고서에 반영한다.

- Readium foundation을 통해 EDUPUB 지원용 오픈소스 SW프로젝트

현황을 조사한다.

나. 전자출판 표준화 포럼(ODPF)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활용한

주제별 조사 및 검토

- 조사 주제 선정 후, 주제별로 ODPF 내 프로젝트 그룹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온 오프라인 회의 개최 및 관련 이슈 협의한다.

- ODPF 내 프로젝트 그룹을 구성하여 EDUPUB에 참조되는 프로파일

분석 및 한글화를 추진한다.

1) EDUPUB 프로파일(EPUB 3 EDUPUB Profile)

2) 공개 주석(Open Annotation in EPUB)

3) 배포 가능 객체(배포 가능 객체)

4) 스크립트 구성요소(EPUB Scriptable Components)

5) 스크립트 구성요소 패키징과 통합(EPUB Scriptable Components

Packaging and Integration)

- EDUPUB에 참조되는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전자출판물 분야 및 국

내 디지털교과서디지털 교과서 출판물 분야 이해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EDUPUB 제작 지침 작성 및 배포한다.



- 워크숍·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전자출판물 분야 및 국내 교과서 출판

물 분야 이해관계자들과의 현안에 대한 문제점 공유 및 기술과 표준 관

련 동향에 따른 정보를 공유한다.



III. 국내외 EDUPUB 연구 동향조사

1. 해외 연구 동향 및 활용 사례 조사

가. EDUPUB과 EDUPUB Alliance 동향 정리

1) EDUPUB의 발생 배경과 목적

21세기형 교육 생태계가 개방적이고 민첩하며, 글로벌 상호운영성을 가지고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제정하는 그 시작이 바로 EDUPUB의 발생 목적

이다.

EDUPUB의 어원은 ‘Education (교육)’과 ‘Publication (출판)’의 합성어로서,

교육분야와 출판분야의 기술융합을 의미하고 있다. 2013년 10월 사실상 전자출

판의 표준을 제시하는 IDPF (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와 학습

분석 트렌드 분석 및 상호운용성 표준을 제시하는 IMS Global Learning

Consortium의 전자책 기술과 학습 기술을 융합하려는 노력이 가시화 되어

EDUPUB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즉, EDUPUB은 교육용 콘텐츠의 교환과 전

송을 위한 통합적 모델을 제사하고자, W3C의 개방형 웹 플랫폼을 기반으로

IDPF의 EPUB 3, IMS GLC의 LTI, QTI, 그리고 기타 차세대 표준들이 통합

되어 표현되었다.

혹자는 EDUPUB이 기관인지, 기준인지, 전자교과서를 뜻하는지 혼동할 수

있을 것이다. EDUPUB은 단순하게 전자교과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교

육용 콘텐츠 및 자료의 모든 형태에 대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교과서 (권, 장,

절, 문단등의 덩어리로 기기나 플랫폼으로 전송될 수 있는 단위), 미디어 (이미

지, 비디오, 오디오, 스크립트), 평가 (퀴즈, 연습문제 등), 매트릭스 (교사와 학

습자가 교육 학습 진척과 효과를 수치화)가 대표적이다.

EDUPUB의 목표는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의 여러 Output format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교육용 콘텐츠들은 말처럼 간단하게 교과서 내에 패키징되기가 쉽지 않다.

즉, 교사와 학습자는 책 한 권을 통째로, 혹은 그 보다 작은 단위인 장이나 절,

그리고 일러스트나 비디오와 같은 미디어, 연습문제 등의 여러 형태의 콘텐츠

들을 교육학습에 사용한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료들을 단말기에 구

애 없이 온, 오프라인으로,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러한 요구사항을 교육현장에서 구현하는데 마찰을 최소화하고 기술을 융합하

는데, 개방 및 상호운영성이 보장된 표준의 적용이 절실하다. 이와 같이 다양

한 종류의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상호 사용될 수 있는 포맷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EDUPUB의 미션이다.

2) EDUPUB 이해관계자

EDUPUB의 표준제정은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출판사, 유통과 단말기 보급

을 통해 콘텐츠의 소비사슬을 제공하는 플랫폼 제공업체, 그리고 교육용 콘텐

츠의 소비자인 교수와 학습자들이 EDUPUB과 채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이해관계자들이다. 각 주체별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가) 출판사

기존 종이출판과 달리 디지털 출판의 경우, 유통사별 콘텐츠 포맷과 유통플

랫폼 체제의 다양함으로 인해, 유통하고자 하는 플랫폼별로 포맷을 만들어야하

는 불편함과 비용발생이 출판사들의 부담이었다. 또한, 종이책시장에서 전자책

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확산 속도는 국가별, 장르별 등 여러 환경요인에 따라

차이가 나며, 킨들을 시작으로 전자책시장의 ‘붐 (Boom)’을 가져왔던 미국시장

을 보더라도 소설 및 장르문학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30~40%가 종이책대비

전자책 시장으로 보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전자책 산업환경에서 출판사들은

전자책 출판비용에 대한 손익분기점까지 지속적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제의 규

모마저 아직은 이른 상황이다.



EDUPUB이 산업 전반에 채용되어 콘텐츠의 소비 및 유통이 확산된다면, 이

러한 산업의 경제의 규모에서 수혜를 입게됨과 더불어, 콘텐츠 소싱과 이에 따

른 직원관리에 재정적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여러 종류의 단말기에서

EDUPUB이라는 산업표준에 따라 개발된 콘텐츠 뷰어를 통해, 출판사가 원하

는 콘텐츠를 유연하고 일관되게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점과 다종의 플랫폼에

도 불구하고 하나의 EDUPUB포맷만을 제작한다는 것은 콘텐츠 제작상 비용감

소, 사용자경험 만족이라는 지금까지 출판사들이 고통받는 지점에서 해방을 뜻

한다. EDUPUB은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들을 중복 개발하거나 통섭하지 못하

는 방식이 아닌, 기존 개방형 기술표준들을 기반으로한 하나의 포맷을 지향하

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방식의 혁신인 것이다.

나) 교사

위의 출판사 입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DUPUB이 채용되지 않는다면 다

양한 단말기와 플랫폼, 파일 포맷으로 인해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즉 EDUPUB을 통해, 교사는 손쉬운 LMS연동, 평가,

학습결과 및 분석, 재사용이 편리한 콘텐츠, 학습자 개인의 학습성취에 따른

맞춤 및 적응형 학습 (Adaptive Learning)의 촉진, 여러 소스로부터 콘텐츠를

끌어와 전송할 수 있는 편리함이 확보되는 것이다.

다) 학습자

위의 교사와 동일하게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일맥상

통한다. 다시 말해, 디지털에 최적화 된 학습 경험, 학습자 개인의 학습 스타일

과 기호에 반응할 수 있는 학습형태와 선택권, 더 나아가 접근성의 개선과 온,

오프라인 지원, 노트북, 태블릿PC 및 스마트 폰등 단말기에 구애없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학습자로서의 혜택이다. 출판사들이 경제의 규모의 힘을 입어

콘텐츠 개발의 적정한 비용책정이 가능해지고 유통업체들도 콘텐츠 볼륨의 증

대로 다종의 콘텐츠 수급이 가능해진다면, 학습자가 부담하는 콘텐츠를 포함한

서비스의 가격도 적정선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혜택보다도 학습자

의 학습 향상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라) 플랫폼 제공자 

마지막으로 플랫폼 제공자는 산업에 널리 사용되는 하나의 표준 포맷을 기

반으로 시대의 수요와 흐름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개발환경구축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원업무들도 편리함을 더할 것이며, 콘

텐츠 제공자인 출판사의 콘텐츠 양적 증대롤 통해 플랫폼의 유통활동이 활발

해지고, 콘텐츠 연동의 편리함, 단말기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시장 확장성이

보장되면서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진다.

3) EDUPUB Alliance

이러한 EDUPUB의 제정을 위해 현 표준기구들간의 협의체로서, EDUPUB

Alliance가 발촉되었다. 상기에서 언급한 IDPF와 IMS Global, 그리고 웹 표준

을 제시하는 W3C 및 도서산업연구단체인 BISG (Book Industry Study

Group)이 결속하여, Lightweight superstructure 와 파일포맷을 제정한다. 다시

말해, 현재 사실상 혹은 공식 표준들이 21세기형 교육콘텐츠에 필수사항 개발

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 표준 간 코디네이션으로 EDUPUB Alliance는 다음을 지향한다.

- 모든 형태의 교육용 콘텐츠가 변형이나 누락 없이 온전하게 여러 단말기

나 플랫폼에 사용할 수 있다.

- QTI (Question and Test Interoperability)와 LTI (Learning Tool

Interoperability) 및 Caliper분석 플레임워크 등의 기술 표준을 통해 생태

계를 연결할 수 있다.

- 개방형 웹 플랫폼 표준인 XML, HTML, HTTP, CSS 등을 통해 커뮤니케

이션과 상호 교환을 구현하는 현 기술 기반을 확립한다.

- EDUPUB의 이름을 널리 알림으로써 EDUPUB 적용의 목적과 방법에 대

해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모한다.



4) EDUPUB Alliance의 두 주축: IDPF와 IMS Global

IDPF는 국제 디지털 출판 포럼(IDPF, 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으로 EPUB(electronic publication)을 개방형 자유 전자서적 표준으로

제정한 사실상 표준기구이다. EPUB은 자동공간조정(reflowable)이 가능하게

끔 디자인 되었다. 이는 EPUB으로 만들어진 내용을 볼 때 디스플레이하는 기

계의 형식, 크기에 자동으로 최적화되어 보여줄 수 있다는 뜻이다. EPUB는

2007년 9월 이전에 있던 오픈 eBook 표준을 대체하기 위해 국제 디지털 출판

포럼에서 공식 표준으로 채택되었다3).

IDPF가 제정한 EPUB 2는 3가지 공개 표준 명세서(open standard

specifications)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책을 만들 때 편집에 가장 필요한 내용은 텍스트를 어떻게 꾸미고, 이미

지를 어떻게 넣는지 등에 대한 규약인 OPS (Open Publication Structure),

EPUB 패키지 내에 어떤 파일들이 들어있고 파일 종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OPF(Open Packaging Format), 그리고 여러 개의 파일을

ZIP파일로 압축할 때 필요한 규칙을 정리하고 있는 OCF(Open Container

Format)이다.

IDPF의 EPUB 3 공개 표준 명세서에는 EPUB 3 Changes from EPUB 2.0.1

이라는 EPUB 2에서는 없던 문서가 추가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EPUB 2에서

EPUB 3으로 넘어가면서 변경된 사항이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으며 EPUB 2

와 EPUB 3 공개 표준 명세서의 차이는 다음의 표와 같다.

3) https://ko.wikipedia.org/wiki/EPUB 참조



구분 EPUB 3 Specification EPUB 2.1 Specification 

Overview  EPUB 3 Overview (throughout)

Publication-level 

Specification & 

Package Docs

 EPUB Publications 3.0 Open Packaging Format 2.0.1

Content-level 

Specification

EPUB Content Documents 

3.0

Open Publication Structure 

2.0.1

EPUB Navigation 

Documents

EPUB Content Documents 

3.0

N/A (NCX referenced as DAISY 

specification)

Media Overlays EPUB Media Overlays 3.0 N/A

Container packaging EPUB Open Container 

Format 3.0

 Open Container Format 2.0.1

Changes from 

previous version

EPUB 3 Changes from 

EPUB 2.1

(throughout)

[표 III-1] EPUB 2과 EPUB 3 공개 표준 명세서의 차이

EPUB 3에 대한 Overview(개요)가 추가되었고, OPF에 있던 목차(NCX) 설

명이 EPUB Content Document 3.0에 포함되면서 DAISY(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음성도서를 위한 디지털 기술 표준)의 NCX 대신 HTML

로 구현하기 쉽게 변경되어있다. EPUB 2에서는 권장하지 않았던 동영상, MP3

등 미디어 파일과 관련된 항목도 멀티미디어의 활용이 부각되면서 별도의 명

세서로 정의되어있다. EPUB 3의 명세서는 2.0에 비해 늘어났지만 EPUB 2의

3가지 명세서에 있는 내용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대부분 2.0명세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4).

IMS GLC (Instructional Management System Global Learning Consortium)

으로 ISO/IEC JTC 1/SC36, IEEE LTSC등과 같은 이러닝 국제규격정의 단체

들과 같이, 이러닝 관련 각종 정보규격인 학습설계, 메타데이터, 학습자원 저장

4) EPUB 제작의 기초-IDPF의 공개 표준 명세서 / EPUB 제작 가이드 / 교보문고



소, 콘텐츠 구조 정의 및 패키징, 시퀀싱 및 네비게이션, 평가문항 상호운용성,

실행환경, 사용자 맞춤형 접근성, 공유상태 정보, 참여자 정보 등에 대한 표준

화를 시도하고 있다.

IMS Global은 1999년에 설립된 비영리 컨소시엄으로 교육 분야의 정보기술

관련 표준 개발과 제품 및 서비스 인증, 경진대회20)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 중인 민간 표준화 단체이다. IMS Global이 개발한 표준 중에서 교육용

콘텐츠 패키징(Content Packaging), 콘텐츠 카트리지(CC : Common

Cartridge), 문제 및 시험 상호운용성(QTI : Question & Test Interoperability),

학습도구 상호운용성(LTI : 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표준은 그 중에서

도 잘 알려진 것들이다5).

IMS GLC의 학습설계분야 특성과 IMS Caliper

네덜란드 개방대학 (Open University in Netheland)이 개발한 EML

(Educational Modeling Language)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학습단위를 교수(敎

授)의 전략이나 방법(Pedagogy)과 학습플랫폼과는 독립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학습설계는 특정상 교사, 학교교육 시스템 및 문화와 조건에 따라 다양한 조

건을 표현할 수 있어야하며, 학습화동 표기에 대해서는 개발자와 사용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설계 표준화의 목표는 교수-학습과정의 설계를

나타내기 위해 요소들건의 견제구조(Containment Framework)를 제공하고, 완

전성(Completeness), 형식성(Formalization), 재현성(Reproducibility), 상호운용

성(Interoperability), 호환성(Compatibility), 재사용성(Reusability)에 대한 요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이다6).

IMS Global은 그동안 표준을 개발하면서 축적한 교육 분야의 데이터 특성과

워크플로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 데이터 측정 프레임워크 (Learning

5) 2013 KERIS 이슈리포트 표준화 이슈리포트 : 학습 분석 기술 활용 가능성

및 전망 참조
6) IMS GLC의 학습 설계 http://ttend.tistory.com/118 참조



Measurement Framework)인 'IMS Caliper'를 공개하였다. IMS Caliper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념적 근간으로 설계된 것이다7).

- IMS 학습 데이터 매트릭스 프로파일 : 학습 활동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

매트릭스(그림 11 참조). 학습 플랫폼에서 교과 과정을 기반으로 한 학습

활동 데이터, 학습용 소프트웨어 이용 내역 및 파생 데이터 등 다양한 학

습 활동 중에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유형화 목록

- IMS 학습 센서 API (Learning Sensor API) 및 학습 이벤트 (Learning

Events) : 표준화된 계측(instrumentation)이나 측정(metric)을 위해 데이

터를 수집하고 정렬하는 과정. 수집 대상 데이터는 학습 플랫폼이나 학습

용 도구에서 발생되며, 마치 센서 같은 API가 발생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분석 관련 솔루션에 전달

- IMS LTI/LIS/QTI 레버리지와 확장 : 학습도구 상호운용성(LTI), 학습자

정보 모델(LIS), 문제 및 시험 상호운용성 표준(QTI) 등 기존 온라인 교

육 환경에서 활용되는 표준을 학습 분석 서비스 환경으로 활용 범위를 넓

히고 필요에 따라 관련 표준을 확장

7) 2013 KERIS 이슈리포트 표준화 이슈리포트 :학습 분석 기술 활용 가능성

및 전망 참조



[그림 III-1] IMS Caliper - 학습 데이터 측정 프레임워크

EDUPUB 기술 아키텍쳐 (Technology Architecture)

EDUPUB은 기본적으로 학생정보시스템 (Student Information System), 학

습관리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과 평가 시스템, 분석시스템이라

는 IMS GLC의 교육생태계에 EPUB 3리딩시스템과 위젯을 통해 학습자의 학

습 행위로 얻어지는 코스, 평가, 활동별 성과 및 점수들을 교환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교환과 모니터링을 통해 얻어지는 자료들이

Caliper센서를 통해 분석시스템 내 분석자료로써 의미를 더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말해, EDUPUB은 IMS GLC의 QTI, LTI, Caliper들을 통합된 교육생태계

위에 적용되는 교육용 EPUB기능 (annotations, widget API, discrete entities)

과 교육용 시맨틱 (semantic)으로 고도화된 EPUB 3 프로파일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림 III-2] EDUPUB 시스템 아키텍쳐

[그림 III-3] Caliper EDUPUB 전개도



5) EDUPUB Alliance의 활동

가) 국제회의 및 워크샵 

2013년 10월 29-30일 EDUPUB 1차 워크샵 (보스턴, 미국)

그 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전자책 기술과 학습 기술

을 융합하는 노력 중 하나로 2013년 10월 보스턴에서 글로벌 거대 출판사인

Pearson社가 제안한 ‘EDUPUB’ 워크샵에서 IDPF와 IMS GLC의 대표자들간

협력방안이 마련되었다. 해당 워크샵은 Pearson이 주최하고, W3C, IMS GLC

가 표준기술 스폰서로, 그리고 Aptara, CourseSmart, Ingram Content Group,

Metrodigi, and SPi Global등의 기업 스폰서협력하게 진행하게되었다.

EPUB 3의 교육용 프로파일인 EDUPUB의 구조적 시맨틱(Structural

Semantics)과 콘텐츠 모델(Content Model)의 제정을 위해, Assessments,

Widgets, Discrete Entities, Outcome services, Analytics services, Linkage to

LTI, A11Y Metadata, LRMI Metadata, ARIA, Annotation의 10대 기술융합테

마 (Work Item) 가 선정되었다. 동시에, 해당 테마의 구체화와 제정 작업을 위

한 담당기관 및 인물이 지정되었다.

[그림 III-4] EDUPUB 주요 프로젝트 및 담당자



2014년 2월 12-13일 EDUPUB 2차 워크샵 (솔트레이트 시티, 미국)

지난 2013년 10월의 1차 워크샵에서 정의된 프로젝트그룹의 업데이트와 현

황보고하는 자리였다. 이슈와 해결사안들에 대한 자유토론과 함께 EDUPUB

비즈니스 사례 개발에 대한 니즈를 확인하였다.

2014년 6월 19일 EDUPUB Europe 2014 (오슬로, 노르웨이)

ISO/IEC JTC 1/SC36, Oslo Akershus 응용과학대학(Oslo and Akershus

University College of Applied Sciences, HiOA)의 LACE project가 주최하고

IDPF와 IMS GLC가 스폰서로 참여했다.

EDUPUB 프로젝트에 대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소개와 활동계획을 공유하

였다. 콘텐츠 관련 기술융합테마소개 (content models, publication-level

metadata, discrete entities, interactivity/widgets, and interoperable

annotations), 학습환경통합관련 기술테마 (analytics, outcomes and

assessments ), 메타데이터 관련하여 현재 활용실태와 EPUB 3 교육용 자료의

의 검색과 맞춤형 사용을 위해 메타데이터 마크업과 관련한 현재 사용 실태와

가능성 분야였다. 마지막으로 2014년 단기 및 2015 - 16년 중장기 개발을 위한

어젠더도 논의되었다.

2014년 9월 16일-18일 EDUPUB Tokyo 2014 (동경, 일본)

EDUPUB Alliance와 JEPA (Japan Electronic Publishing Association)와 함

께 JAPET, AXIES, JMOOC가 공동 개최하였으며, Sophia University, The

Open University of Japan, Dentsu 등도 협력사로 참여했다.

기술 검토를 통해 IMS GLC의 표준화 환경 안에서의 통합 학습을 위한 해

결책을 도출하였으며, 주최 및 스폰서들의 EDUPUB에 대한 일본 입장을 표출

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 2월 26-27일 EDUPUB 정상회의 및 워크샵 (피닉스, 미국)

2013년 10월 이후 1년 넘게 진행되어 온 EDUPUB 기술 표준제정과 관련하

여 업데이트하는 자리였다.



EDUPUB표준을 따르는 콘텐츠와 학습환경통합에 대한 표준의 실제 적용단

계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하는 의미 있는 계기를 가졌다. 후속책으로 EDUPUB

저작툴 (EDUPUB Solutions)과

EDUPUB콘텐츠와 학습환경통합 쇼케이스를 위한 인증프로그램과 EDUPUB

의 학습효과 및 차세대 디지털 콘텐츠의 확장 방법론, 사업 모델에 대해서 중

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기능구현의 차이를 분석하고, 향

후 EDUPUB 개선안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함과 동시에, EPUB 3.1과 관련하여

EPUB EDUPUB profile 개발에 대한 협력구조방안도 논의하였다.

2015년 7월 30일 BISG가 EDUPUB으로 시작하기 가이드 공개

“Starting with EDUPUB” (미국)

EDUPUB Alliance의 BISG는 출판사들의 EDUPUB배경이해를 도모하고자

가이드를 출간했다. EDUPUB프로파일과, EDUPUB Alliance, 그리고 교육 생

태계에서의 EDUPUB 역할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교육출판사, 단행본

및 기업대상 서적 출판사들이 EDUPUB을 실제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용

을 촉진하고자, 표준 스펙, 툴 및 기타 리소스에 링크를 제공한다. 해당 가이드

의 독자는 출판사 간부, 저자/편집자, 제작팀, 제작/소싱 매니저 및 일반인 및

비 (非) 기술직군까지 포함한다.

이 외에도 매주 90분 동안 IDPF EPUB 3의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주요 기

술 이슈 사안들을 논의 및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EDUPUB Profile의 지속적

인 버전 업데이트를 2015년 7월 23일 버전을 최신 초안으로 일궈낼 수 있었다.

또한, W3C DPIG과 BISG EDUPUB Work Group이라는 추가 협업라인도

구축하였으며, 하기의 도서전, 전자출판과 이러닝과 관련한 기존 연례행사들에

서도 EDUPUB의 기술 및 사업모델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화시켜오고 있

다.

- Digital Book World

- IDPF Digital Book

- IMS Learning Impact

- London Book Fair

- Beijing International Book Fair



2015년 12월 9일 일본 전자 출판 협회(JEPA),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개발 컨소시엄 CoNETS”(세미나 예정)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개발 컨소시엄, CoNETS(Connecting to the Next

Education for Teachers and Students)의 배경과 CoNETS 뷰어에 대한 구조

및 디지털 교과서 시연이 진행되고 CoNETS의 향후 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나) EDUPUB Profile 버전 업데이트 및 관리

EDUPUB V1 (informational document for community review)

- 2014년 5월28일 (IDPF 첫 제출)

- 2014년 8월 28일 Version 2 완료

- 2014년 10월 09일 Version 3 완료

- 2014년 11월 27일 Version 4 완료

- 2015년 1월 15일 최종 버전 제안

- 2015년 7월 6일 업데이트 완료

- 2015년 7월 23일 업데이트 (http://www.idpf.org/epub/profiles/edu/spec/)

EDUPUB 프로파일에 참조된 “위성 스펙들(Satellite Specs)”

- 공개 주석 (http://idpf.org/epub/oa/)

- 배포 가능 객체 (http://idpf.org/epub/do/)

- 스크립트 구성요소 (http://www.idpf.org/epub/sc/api/)

- 스크립트 구성요소 패키징과 통합(http://www.idpf.org/epub/sc/pkg/)

- EDUPUB Best Practices (http://www.imsglobal.org/caliper/index.html)



다) EDUPUB Alliance 향후 계획

EDUPUB Alliance는 현재 IDPF, IMS Global, BISG 등으로 행사, 이벤트,

표준 작업공간과 문서저장소들이 여러 곳으로 산재되어 존재한다. EDUPUB

회원들 간 의사소통과 표준제정에 있어 필요한 온라인 상 물리적 활동의 장을

일원화하고, EDUPUB 표준제정과 사업모델 개발 및 확장에 참여하는 주최와

스폰서, 멤버간의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창구로서 EDUPUB Alliance에 대해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EDUPUB 표준 공개와 산업계 채택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는 구체화 될 것으

로 예상한다. EDUPUB의 공식적인 공개사이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출판사, 학

습자, 교사 및 표준기관들 등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글로벌차원에서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 함양과 가입한 회원들의 상호작용

을 통해 EDUPUB의 지속적인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2015-16년 간 기술표준 분야로 실제 적용을 위한 인증

(Certification)을 지정하였다

- Level 1 Conformance

- EPUBCheck을 통한 콘텐츠의 인증

- EPUB Test를 통한 리딩시스템과 저작툴 인증

- LTI 테스트 서버를 통한 학습환경 통합 인증

또한, DAISY 컨소시엄과의 협업을 통해, DAISY의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는

EPUB 3의 Baseline요구사항을 정리하여 EDUPUB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로 하였다.



나. 해외 EDUPUB 교육 콘텐츠 활용 사례 정리

EDUPUB이 적용된 사례로는 Ingram Content Group의 디지털교과서 솔루션

을 담당하고 있는 Vital Source Technologies, Inc.과 클라우드기반의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기업인 Metrodigi®社간에 이뤄진 협력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

다.

지난 2014년 EDUCAUSE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사례로서, 맞춤형 인터액티브

디지털 상품을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는 엔드-투-엔드 솔루션(end-to-end

solution)을 교육출판사들에 제공하게 되었다. 결과, 출판사가 제작한 인터액티

브 콘텐츠들을 VitalSource Bookshelf®의 뷰어와 유통플랫폼을 통해 학습자들

이 다양한 단말기상에서 좀 더 시각적, 직관적이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학습자

료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2013년도에 LMS통합을 통한 학습결과 (LMS integrations &

outcome results) 값 교환에 대한 프로토타입의 데모를 한 이력이 있다. 즉,

IMS GLC에서 인증받은 LMS상에서 VitalSource Bookshelf®의 뷰어로 LTI

론칭을 통해, EPUB파일내 평가문항에 학습자가 학습행위를 통해 도출된 평가

결과값을 LTI 1.1버전으로 전송해내는 모델이었다.

[그림 III-5] 학습결과값 전송하기 (Returning an outcome)



Metrodigi®社의 클라우드 기반의 콘텐츠 제작 플랫폼인 Chaucer®는 직관적

인 프로토타입 툴, 인터액티브 위젯 마법사, 스마트북 구조화 알고리즘

(structuring algorithms)과 EPUB 3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자책 포맷을 지원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관리 및 출판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Vital Source와 Metrodigi®社간 협력모델은 ‘Bookshelf로 출판하기

(Publish to Bookshelf)’와 ‘Bookshelf 메타메이터 (Bookshelf MetaData)’ 등의

같이 VitalSource Bookshelf의 특정 기능을 Metrodigi의 Chaucer로 연동하여,

즉각적으로 손쉬운 EPUB 3의 제작을 지원한다. 또한, 기본 템플릿이나

Chaucer가 제공하는 커스텀 혹은 브랜드 위젯이나 Chaucer로 연동한 Vital

Source FLOE®을 통해 인터액티브 요소들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III-6] Chaucer® 비주얼 콘텐츠 에디터 (Metrodigi®社)

이렇게 제작된 인터액티브한 디지털 콘텐츠는 VitalSource의 디지털교과서

및 디지털 코스 자료 카달로그에, 양적 및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참고

로 2014년도 기준으로 볼 때, VitalSource Bookshelf®를 통해 750개 교육출판

사의 500,000종 이상의 책이 6,0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8).

8) http://www.metrodigi.com/news 참조



다. 리딩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현황

1) 공개주석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가) Evident Point

Evident Point는 Readium.JS와 Chrome 기반 Readium 의 확장 기능을 개발

한다. SDK, 다양한 Readium 플러그인을 비롯하여, EPUB 3 PDF와 EPUB 3

용 리딩시스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Readium에 SDK 또는 리딩시스템을 추가하여 다음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

다.

- 확장 주석 기능

- 텍스트 하이라이트

- 단어 단위 텍스트 선택

- 전용 스타일 시트 지원

- 북마크

- 페이지 썸네일을 이용한 확장 내비게이션 툴

- 코멘트와 노트 추가

- 인덱스

- 멀티미디어 오버레이 —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 또는 위젯 추가

- 글자 포함하는 글자 식별 및 고해상도 이미지 팝업 추가

- 각주 및 미주 지원

나) Readium Sub-projects

해당 프로젝트는 EPUB 3 표준 기능을 구현하며, 새로운 EPUB 표준의 테

스트 베드를 제공한다. XMLHTTP Request, 사용자 위치와 같은 JavaScript

API 등의 선택 기능, 고정 레이아웃 메타데이터 및 CSS 페이지 템플릿, 사전,

인덱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Readium Chrome Extension을 통해 i18n



(Internationalization)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며, Mac OS와 윈도우에서는 스크

린 리더와 통합되어 접근성을 지원한다.

EDUPUB기능으로는 EPUB 3 CFI 표준 기반으로 주석과 북마크 기능을 지

원한다.

다) FuturePress.org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생들이 차세대 전자책 주석의 연구 프로젝트

“FutureBook” 을 GitHub에 공개했다. JavaScript 라이브러리인 Epub.js는 브

라우저와 모바일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라이브러리 카달로그에서 자가출판 소

설까지 활용 가능하고 최근에 학술 연구 목적으로 여러 프로젝트에서 채택되

고 있다. Epub.js은 유연한 하이라이트 및 주석 기능을 제공한다.

라) Hypothes.is

Hypothes.is 오픈 주석 펀드로 웹에 대한 오픈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문장

기반 비평 또는 웹 페이지부터 PDF와 epub까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노트로

주석을 제공한다. Hypothes.is는 Annotator 프로젝트와 W3C Web Annotation

Working Group에서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문서에 대한 주석 표준에 기반이

된다. Hypothes.is는 BSD 라이선스(“Simplified BSD License” 또는 “FreeBSD

License”)를 사용하는 오픈 소스이다.

마) Annotator

Annotator는 어떤 웹페이지에 주석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오픈 소스

JavaScript 라이브러리이다. Annotator는 PDF, EPUB, 비디오, 이미지, 사운드

등의 주석을 허용하는 써드파티 플러그인을 개발하는 개발 커뮤니티를 양성하

고 있다. 오픈 플랫폼인 Hypothes.is와 비디오의 프래그먼트에 미디어 코멘트

를 제공하기 위해 하바드 대학이 개발하고 있는 Open Video Annotation

Project, MIT / 하바드 / 버클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 기반의 인터랙티브 학

습을 위한 EdX, 하바드 Berkman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교실 툴인



H2O, MIT HyperStudio에서 개발하고 있는 웹 기반 주석 도구인 Annotation

Sudio 등 수 많은 프로젝트에서 활용되고 있다.

바) Annotation Studio

Annotation Studio는 MIT의 HyprStudio에서 개발하고 있는 웹 기반 주석

툴이다. HTML 및 CSS, JavaScript으로 작성된 리치 UI를 제공한다. 텍스트의

멀티미디어 주석을 지원하지만, Annotation Studio는 학생들에게 비디오 및 이

미지, 오디오에 주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림 III-7] Annotation Studio



사) Annotorius

Annotorius는 Annotator 플러그인으로 브라우저에서 이미지 주석을 허용한

다.

[그림 III-8] 브라우저에서 이미지 주석

2) 스크립트 구성요소 관련

가) IDPF EPUB 스크립트 구성요소(Scriptable Components) 코드와 샘플

EPUB 스크립트 구성요소(ESC) 워킹그룹(WG)의 양산물로서, ESC 패키징

표준과 ESC 통신 API 표준을 기반으로 한 스크립트 구성요소 샘플을 포함한

다. 저작, 유효성검사, 추가 및 표현 등 제작 워크플로우 전체에서 검사 및 유

효성에 대한 소스 구현으로 표준 기반의 스크립트 구성요소의 콜렉션이다.

나) EPUB Widgets 1.0

EPUB Widgets 1.0은 전자책 오픈소스 위젯 프레임워크이다. 이를 이용하여,

EPUB 포맷 표준에 기반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오픈 웹 플랫폼 개발이

증가하게 되었다.

다) 오픈 북마크 / 소셜 리딩

소셜 리딩을 통해, 독자는 전자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독서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자책의 공유를 쉽게 한다. 개인의 모든 독서 경험을 저

장, 공유, 전달하며 친구 및 독서 그룹과 함께 독서가 가능하다. 공유를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만이 소유자가 되며, 언제든지 다시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오픈 북마크’ 기능을 통해 독자와 출판사, 개발자가 소셜 리딩을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3) 일본 디지털 교과서 관련

가) 일본 전자 출판 협회(JEPA)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개발 컨소시엄 CoNETS(Connecting to the Next

Education for Teachers and Students)’는 2015년 3월 19일부터 초등학교 디지

털 교과서와 뷰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CoNETS용 디지털교과서는 교사용 PC에 설치하고 전자 칠판과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Windows 7 과 8에서 DVD 또는 다운로드를 통해

설치가 가능하며, iOS 8에서는 다운로드하여 사용한다. 또한, 교사와 학습자

들의 iPad 또는 PC에 설치하여 협동 학습, 개별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는 8개 교과서 출판사 (대일본도서,

개융당출판, 산세이도 등)에서 체험판 안내와 자료제공을 개시했다.

[그림 III-9] 초등학교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나) ACCESS : EPUB 3 교과서 · 교재 솔루션 개발

ACCESS는 일반 최대 교과서 출판사인 (주)도쿄서적와 접근성을 지원하는

다용도 EPUB 3 디지털 교재 뷰어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하나의 소스콘텐츠를

다양한 단말에서 지원한다는 ‘원소스 멀티디바이스’ (One Source Multi

Device)의 실현을 통해, 뷰어와 콘텐츠 제작의 효율과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애드온 (Add-on) 기능으로 확장 가능한 SDK를 제공할 예정이다.

2. 국내 연구 동향 및 활용 사례 조사

가. EDUPUB 연구 동향 정리

2013년 11월 25일에서 26일 양일에 걸쳐 서울에서 열린 전자출판-교육 기술

융합 페어 2013에서 IDPF와 IMS GLC가 EDUPUB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10

월 29일에서 30일 양일 동안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한 EDUPUB 컨퍼런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잔달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교육적 상호운용성, 인터액티브

콘텐츠, 접근성, 제작워크플로우의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EDUPUB소개를 하

였으며, 워크숍 이후 IDPF와 IMS GLC에서 결정된 후속조치 현황 및 주요내

용도 공유하며, 10대 기술융합테마 (Work Item)과 담당기관 선정결과를 발표

하였다. 또한, 기타 국내외 전자책 이슈들도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이 보다 한 발 앞서 이러닝과 디지털 출판간 융합 기술표준제정에 관심을 가

지고 사례를 준비해오던 점을 감안할 때, 국제적인 장에서 해당 기술표준에 대

한 각 나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유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9)

IDPF에서 교육용 프로파일 표준을 개발할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국내에서

EDUPUB은 2010년 4월 9일 발촉된 전자출판 표준화 포럼에서 EPUB의 표준

및 국내 부합화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EPUB 프로젝트 그룹에서 EPUB의 교

육용 프로파일로서 2014년 1월 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시작하였다.

9) 전자출판-교육 기술 융합 페어 2013 http://www.imskorea.or.kr 참조



전자출판포럼 EPUB 월례회의에서 회원사들에 EDUPUB을 소개하고, 디지털

출판기술표준의 이러닝의 적용과 이에 따른 이러닝 학습교재 출판의 패러다

임을 전자출판방식으로 전환하고, 스마트 교육에 미칠 주요한 학습효과에 주목

을 시켜왔다.

2014년 2월, EPUB 프로젝트그룹에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산하

e-Publishing을 담당하는 PG 608 위원회에 ‘EPUB의 교육적 활용을 주제로 표

준 개발’을 제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그리고 EPUB

EDUPUB 프로파일의 초안 검토를 진행하면서 초안의 초벌 번역 및 표준 초안

을 마련하였다. 2015년 3월 18일을 기준으로 ‘EPUB3 기반 교육계 디지털출판

을 위한 전자책 프로파일’명으로 과제채택되었다.

2014년 3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지식

확산을 위한 전자출판 기술표준(EPUB, EDUPUB, DAISY) 세미나"에서 전자

출판 업계 관계자 및 관심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EPUB 프로젝트 그룹에서

EDUPUB의 기술 개념 소개와 도입 시 효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EPUB 프로젝트그룹에서 이러한 외부 세미나와 표준제정기관과의 협력을 추

진해오면서, 2015년 본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서 EDUPUB프로젝트그룹을 신설

하였다. 산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EDUPUB 프로파일에 대한 부합화 표준

개발 뿐이 아니라 국내 환경에 맞는 전자책의 교육적 활용에 필요한 표준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2014년 11월 7일에서 8일 양일에 걸쳐, 전자책과 학습기술 융합의 국내외 동

향 및 전망을 주제로 IMS Korea 표준화 포럼, 전자출판 표준화 포럼이 주최

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한 “전자출판-교육 기술 융합 페어 2014”가

열렸다. 7일 페어 첫째날에는 페어에서 전자출판과 교육 기술의 대표적 융합

프로젝트 EDUPUB 현황 및 이슈, 교육과정과 콘텐츠를 연결한 링크드 데이터

소개, 성공적인 학습분석을 위한 트리거 – 표준화 현황 및 쟁점이 소개되었

다. 8일에는 2013년 10월부터 추진된 EDUPUB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전달

하는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EPUB3 EDUPUB Profile(디지털 교과서 모델),

Open Annotation(전자책의 사용자 주석처리), Learning Analytics(학습 분석



기술), Learning Resource(교육용 메타데이터)을 소개하였다.

더 나아가 해당 행사는 2015년 9월 17일과 18일에 걸쳐, e-Learning Korea

2015와 동시에 진행하여, 이러닝 및 전자출판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서 효과적

으로 유치하여 인식을 제고하는 열띤 토론의 장을 열었다. 18일에 열린

EDUPUB 워크숍에서는 2015년 5월에 공개된 EDUPUB표준세트를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EPUB3 EDUPUB Profile(디지털 교과서 모델), Open

Annotation(공개 주석), Distributable Object and Scriptable Component (배포

가능 객체와 스크립트 구성 요소), IMS Global의 학습 기술 표준 활용 가이드

(온라인 평가, 학습용SW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1) 학습지 업체 현황

가) EBS

유아교육 콘텐츠 “꼬마 과학자" - 모바일 앱

아이들의 시각에서 익숙한 소재를 선택하여 과학에 대해 흥미와 호기심을

느끼게 해주고,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EBSe, 대교 Plus 잉글리쉬 VOD에서 방송하며, 2008 한국출판대상 수상 및

2009 유치원 교재로 채택되었다.

2014년 학부모가 뽑은 교육브랜드 대상으로 아람출판사의 꼬마 과학자 책

시리즈를 모바일에서 보다 쉽게 볼수 있게 영상으로 제작되었다.

‘EBSi 북스’ 서비스

2014년 10월에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이 전자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스마트폰, 태블릿PC, PC 등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EBSi 전자책(EPUB)

서비스하고 있다. EBSi 북스의 책갈피기능, 형광펜기능, 빠른 목차기능으로 편

리하게 학습할 수 있다.

나) 웅진씽크빅

웅진북클럽 ‘열매와 채소’, 2015 대한민국 전자출판 대상

웅진씽크빅은 웅진북클럽 ‘호기심백과 큐 멀티터치북'의 ‘열매와 채소'가 문

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전자출판 대상'을 수상하였다. ‘호기심백과



큐 멀티터치북'은 흥미로운 퀴즈를 풀고, 생생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며 자

연스럽게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인터랙티브와 시청각 자료를 통해 질문하고 답

하는 형식으로 구성있다.

[그림 III-10] 웅진 북클럽 ‘열매와 채소’

북클럽 스터디 출시

웅진씽크빅은 2015년 10월에 독서/학습 융합 서비스인 ‘북클럽 스터디’에 화

상수업을 더한 웅진북클럽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북클럽 스터디는 태블릿

PC에 탑재된 디지털 학습 콘텐츠와 교사의 방문 수업이 결합된 서비스이다.

학습 과목은 유아용 한글깨치기, 수학깨치기와 초등학생용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한자 등이고, 종이로 된 교재도 함께 제공된다. 또 일정 금액을 추가하면

씽크빅 교사의 방문 수업도 받을 수 있다.

웅진씽크빅 2015년 1분기 동향

웅진씽크빅은 최근 디지털 학습환경이 확대, 보편화되고 있는 교육 트렌드에

맞춰 신규 사업 모델인 ‘웅진북클럽’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웅진북클럽’ 서

비스는 태블릿PC 기반의 학습 서비스인 ‘웅진북클럽 리더스’와 유아 대상의 태

블릿 학습지 ‘웅진북클럽 깨치기’로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

인을 아우르는 교육 서비스로 사업 영역 확장하였다.

교원 올스토리·소빅스·웅진씽크빅 북클럽 모두 성장세

교육업계를 대표하는 교원그룹과 대교, 웅진씽크빅의 전집 매출과 독자가 증



가하는 추세다. 수십권에 달하는 교육용 전집의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전

집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자 종이책과 더불어 전자책, 3D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전집를 내놓고 있다. 웅진씽크빅은 지난해 ′웅진북클럽′을 내놨다.

다) 대교

대교는 학습지 및 교육서비스 관련 출판 선두업체로 학습지 판매를 주력 사

업으로 하고 있다. 최근 국내 중국 관광객 증가 및 중국의 위상 증대로 중국어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교의 중국어 교육 콘텐츠인 ‘차이홍’의 회원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생이 직접 방문하여 수업을 듣는 러닝센터 도입으

로 하락세에 있던 ‘눈높이’ 사업부문 매출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 든 것으로 분

석된다. 중국 러닝 센터 개설 등 중국 현지 교육 시장 진출을 통해 사업 영역

확대 추진 중이다.

2) 솔루션 업체 현황

가)유니닥스

유니닥스는 2015년11월에 에듀피디에프(eduPDF) 기술 기반 이러닝 앱 ‘커넥

티드 클래스룸(Connected Classroom)’이 북미지역 유수 미디어 매체가 공동

진행한 태비어워즈(Tabby Awards) 안드로이드 태블릿 비즈니스 앱 부문에서

최종 우승 획득하였다. 교보문고는 eduPDF를 2016년 2월부터 교보문고 전자

도서관에서 서비스 예정이다.

나) 나모인터랙티브

2015년 10월에 ‘나모 펍트리에디터 v3.0’을 출시하였다. 이펍(EPUB) 2·3을

지원하고 HTML5 기반의 수식, 도형, 차트, 표 삽입이 가능하다. 비디오 및

오디오 파일 삽입, 애니메이션 효과 등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됐으며 다양한

템플릿 등을 통한 전자출판 필수 기능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고정 레이아웃을

통한 디지털 교과서, 매거진, 학습지 등 전문서적도 제작 가능하다.



다) 에프데스크

삼성전자, 삼성SDS, 두산 등 대기업의 eBook 솔루션 업그레이드 사업을 잇

달아 수주한 에프데스크의 eBook 솔루션[S3: ePubMaker]®은 국제 표준 규격

인 HTML5 기반의 ePub3 포맷의 eBook을 제작에서 운영까지 손쉽게 관리하

는 솔루션이다. 동영상과 eBook이 상호 싱크되고 음성메모와 판서로 첨삭 교

육을 할 수 있으며 교육장 안과 밖에서 별도 장비 없이도 스마트 학습이 가능

한 다앙한 기능의 eBook 뷰어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있다.

라) 아이포트폴리오

전자책 제작 전문 기업 아이포트폴리오는 미국 학습게임 전문회사 시크릿빌

더스(SecretBuilders)와 합작하여 세계적인 영어교재 출판 기업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Oxford University Press)의 콘텐츠와 게임을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의

게임 e북 '게임북스'를 출시하였다. 아이포트폴리오는 동영상 플레이어 앱

‘Nplayer’ 으로 알려진 앱 개발사 ‘뉴인’과 한차원 업그레이드 된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결합형 앱북 ‘옥스포드 리드 앤 이매진(Oxford Read & Imagine)’

을 제작 중이다.

마) 다빈치소프트웨어 연구소

사용자 편의를 위해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쉽게 저작도구를 활용하도록 탬

플릿을 제공한다. 전자책, 매거건, 카탈로그, 이러닝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를 생산할 수 있다. PPT/PDF 불러오기 기능 은 도형/이미지/텍스트 등 기존

자원을 재활용 할 수 있다.

결과물 포맷은 HTML5 뿐만 아니라 전자출판 표준규격인 ‘이펍(EPUB) 3’와

국제 웹기반 이러닝 표준인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 1.2와 2004 규격도 지원한다.



3) 학습 콘텐츠 제작 현황

가) 이화여자대학교

2015년 10월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1명이 국내외 정보

통신기술(ICT) 최신 동향과 각종 규제를 알기 쉽게 풀어낸 전자책 ‘ICT시대로

의 접속’을 발간했다.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관련 해외 논문 3편을 번역한

전자책 ‘SNS 논문 번역집’도 선보였다.

나)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문화원

방송대, 전자책 전문기업 오렌지디지트와 손잡고 전용 전자책 앱 및 교재 5

종 개발하였다. 국내 최대의 대학출판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은

전자책 전문기업인 오렌지디지트와 함께 EPUB 3 기반의 멀티미디어 전자책

앱과 디지털 교재 5종을 개발하였다.

EPUB 3 전자책 앱(뷰어)에 메모, 하이라이트, 본문검색 등 고난도 기능을

구현해 시중 제품보다 학습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윈도우즈 기반의 데스

크톱이나 노트북과 같은 PC 환경은 물론 Android와 iOS 기반의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에서도 원할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다) 휴머니스트 출판사

출판사 휴머니스트는 최근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앱’과 ePUB 전자책을 동

시 출시했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은 1893권 888책에 달하는 방대한 국보기록 ‘조선왕

조실록’을 박시백 화백이 20권의 만화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실록 퀴즈’ 메

뉴에서는 조선사 능력 검정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조선 탐구 생활’에서는 조선

왕조실록 가계도와 함께 지역별 역사 여행지 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 ‘왕과

나 리더십 테스트’를 통해 나의 성격이 어떤 왕과 유사한지 재미로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를 풀 수 있다.



라)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8월에 미래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21개 기관과 공동으로 과학기

술 분야 대중 도서인「이지 사이언스 시리즈(Easy Science Series)」총 22종을

발간하였다. 전자책은 PDF 파일, 이펍(EPUB) 2.0 및 3.0으로 제작되었으며, 한

국과학창의재단의 사이언스올, 교보문고, 예스24,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 다운로

드 가능하다.

[그림 III-11] 미래창조과학부 ‘이지 사이언스’ 시리즈



마) 미래엔

미래엔은 2015년 6월에 인터파크도서와 공동 개발한 이펍(ePub) 3.0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구연동화 서비스 '외갓집 동화마을'을 출시했다. 이펍 3.0은

기존 텍스트에 동영상, 음악, 모션 등 멀티미디어 기능이 더해진 전자책

(eBook)으로 인터파크도서에서 구매 가능하다.

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선택형문

제 및 서술형문제를 전자책(HWP, PDF)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국가고시센

터의 시험문제/정답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 교보문고 EPUB 3 토익 판매

링크북에 출판한 EPUB 3 도서 6권 2015년 6월에 출시하였다. 원어민 발음

의 오디오 파일 포함하고 있다

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는 지난 2013년부터 ▲미시세계와 양자역학 ▲

미적분과 미분방정식 ▲분자와 생명현상 ▲화학 반응의 이해 등 총 20여 종에

이르는 융복합 전자교재를 자체 개발했으며, 다양한 실험 사진 및 3D 동영상

등을 탑재해 학생들이 교과목 간의 융합적 학습이 가능하다. 디지스트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애니메이션, 3D 영상 등을 첨부해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

서 연구를 하고 있는 듯한 생동감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자) 울산대

완전개방형 강의공개를 위해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전자책으로 제작된

대학교재를 애플의 아이튠즈 스토어(iTunes Store)에 공개. 울산대는 전자책

출판에 앞서 지난 3년간 총 26권의 강의교재를 전자책으로 제작해 강의시간에



활용했다. 이 가운데 산업경영공학부 조지운 교수가 집필한 전자책 '데이터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를 공식적으로 iTunes Store에 출판했다.

전자책 '데이터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총 27페이지로 사진, 동영상, 하이

퍼링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문 전체를 번역한 영문판은 미국, 일본을 포함

해 모두 51개국에 유통되고 있다.

차) 대학 교재를 '공짜 전자책'으로 (http://www.bigbook.or.kr/)

기초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교수들이 새로 저술하는 교재에 대한 저작권

을 포기하고 전자책 형태로 만들어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

는 운동이다. 전자책을 책으로 만드는 일은 교보문고가 주문형 출판

(POD·publish on demand)을 통해 담당한다.

카) 교보문고, ‘EPUB 제작 가이드’ 무료 배포

2015년 5월에 교보문고는 EPUB 파일을 제작하는 출판사나 제작사 혹은 저

작도구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사업자들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파일 제작시

유의해야 될 규격에 대한 설명 ▲콘텐츠의 표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세부

내용 ▲어떠한 뷰어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한 환경 마련 ▲EPUB

3 콘텐츠 제작 ▲파일 제작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예제와 TIP 제공

등을 제공한다. EPUB 3은 2.0에 비해 기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돼 책의 다양한

편집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고정레이아웃, 주석 기능뿐만 아니라 4지 선다형,

주관식, 선긋기 등 문제풀이 기능을 구현하는 EDUPUB 기능도 담을 수 있다.

또 책 속에서 음악, 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보여주거나 애니메이션 기능들도 넣

을 수 있는게 특징이다.

타) 예스24, 4세대 전자책 앱 출시…책 읽어주는 기능 탑재

4세대 전자책 앱은 독서에 보다 최적화된 사용자환경(UI) 개선 및 품질 향상

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텍스트를 읽어주는 기능(TTS)을 새롭게 탑재, 남녀

화자 선택은 물론 목소리의 높낮이와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페이지 타이머 설

정 등 자신만의 최적화된 듣기 환경을 제공한다.



4) 공공/기관 동향

가) 성동구, 서울시 공공도서관 첫 영어 전자도서관 개관

서울시 성동구는 공공도서관 중 처음으로 영어 전자도서관을 개관하였다. 관

련 자료는 총 469종 1294권이 있고, 기존 일반 전자도서관과 달리 1차로 레벨

별, 2차로 주제별로 구성해 이용자 편의를 한층 높였다.

나) 한림성심대 한빛도서관, 2015 전자정보박람회 개최

E-Book, 전자논문 검색, 인터넷 전자책 열람 등 시연을 통해 재학생들이 전

자자료에 친숙해지고, 한빛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전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마

련하였다.

다) 계명문화대, 제4회 전자도서관 박람회 개최

계명문화대학교 전자자료로는 e-Book(전자책), e-Learning(동영상강의),

Book-Learning (도서강의), Audio-Book(오디오책), 도서요약본, e-Magazine

(전자잡지) 등이 있다.

라) 전자책 체험공간 운영

책다방 및 빨간책방, 자음과 모음에서 북카페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으로 정선교육도서관과 순창군립도서관, 충주시립도서관, 울릉고등학교, 해남제

일학교에서 전자책 체험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마)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 과학에 대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했고, 2014년

에는 완성된 사회, 과학 교과서를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과목 대상

으로 배포하여, 전국에서 스마트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2013년 144곳,

2014년 163곳, 2015년 134곳이다. 2015년도에는 디지털교과서가 연구학교 외

900여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



바) KBS미디어 온라인평생교육원 (http://www.kbselife.com/)

국내 최초로 PC와 모바일을 통해 국내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취업준비, 승

진, 언어능력, 수능, 중고등 학습평가 등 시험 전분야 모의고사를 한곳에 모아

‘One-StopStudy’를 제공하는 교육 오픈마켓 컨셉의 ‘온라인시험센터’를 기획,

개발하여 서비스 운영하고 있다. KBS미디어와 형성출판그룹 형설이엠제이(형

설EMJ, http://www.emj.co.kr)가 공동사업으로 2014년 11월 5일 서비스를 런

칭하여 2개월간 시범 서비스로 운영한 뒤 2015년 1월부터 공식 서비스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51개의 교육 전문업체와 제휴되어 있다. 2015년 9월 기준으

로 3,700 여종의 콘텐츠로 서비스 중이며, 서비스 런칭 이후 약 10개월간

(2015.1.1 ~ 2015.10.7) 약 590,000명이 사이트를 방문하였다. 런칭 당시 1천 여

종의 다양한 무료 동영상 강좌와 국내최초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증 강좌 등

이색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특

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등과 MOU 체결하였다.

3.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 모두 전자출판을 교육 기술과 융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IDPF를 중심으로 EDUPUB

Alliance를 구성하여 교육용 콘텐츠를 위한 표준을 만드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그 성과물로 EDUPUB Profile을 공개하였으며 계속해서 업데이

트 중이다. 국내에서는 출판사, 유통사, 학교, 플랫폼 개발사 등 다양한 업체들

이 각자의 방식으로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모두 EDUPUB에 기반한 콘텐츠를 제작, 배포한 사례는 찾아

보기 힘들다. EDUPUB Profile이 2014년 5월에 최초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업

데이트를 하고 있는 초안 상태이고, 많은 항목들이 여전히 ‘개발 예정’으로 남

아 있어 EDUPUB으로 교육용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

태이다.



국내에서는 유아용 콘텐츠부터 대학 교재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하고, 일

부는 EPUB 3로, 일부는 앱북처럼 업체별 자체 기술로 제작되고 있다. 하지만

EDUPUB을 활용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교육용 콘텐츠를

유통하기 위한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EDUPUB에 대해 인지하고 관심

을 갖는 업체는 많지 않았다.

EDUPUB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면 교육용 콘텐츠 시장의 표준이 파편화 될

가능성이 높다. 업체별로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면 기본 전자책 유통사를 통해 콘텐츠를 유통할 수 없어 업체별로 유통 플

랫폼을 구축하는 등 전자출판을 교육기술과 융합시키기 위한 비용이 크게 증

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EDUPUB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

히 진행되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학계와 산업계에서 EDUPUB을 인지할 수 있도

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IV. EDUPUB 공개 표준 문서 분석

1. EDUPUB 프로파일

가.목적

본 표준은 전자책 표준인 EPUB 3 형식을 기반으로 교육 환경에 적용 및 활

용할 수 있는 교육용 전자책 형식을 EDUPUB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는 표준

이다. 본 표준 "EPUB 3 기반 교육계 디지털출판을 위한 전자책 프로파일 표

준"은 EPUB 3 표준을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결과를

향상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접근성, 맞춤형 학습모드, 인터랙티브 기

능들을 통한 학습참여와 체험형 학습, 즉각적인 평가 및 분석 제공, 소셜 연결

성을 지원을 통해 이와 같은 학습결과의 향상이 가능하다.

나. EDUPUB 프로파일 주요 내용

EDUPUB은 교육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출판물 제작에 필요한 전자책 형식

이다. EDUPUB은 EPUB 3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콘텐츠 제작과 배포가

용이하다. 하지만 EPUB 3 표준만으로는 교육용 콘텐츠를 만들고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면 상호접근성이 높아지고, 개방형 생태

계를 통해 학습 내용을 배포하기 용이하며,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에 교수 내용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지만 EPUB 3 표

준으로는 교육에 필요한 교수자(Educator)와 학습자(Learner) 간의 상호 접근

방식, 더 나아가 콘텐츠 생산자(Publisher)와 플랫폼 사업자(Platform Provider)

간에 체계화 된 접근 방식을 제공하지 못했다.

EDUPUB 프로파일은 EPUB 3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교수자, 학습자, 콘

텐츠 생산자, 플랫폼 사업자간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생산자는 EPUB 3 제작과 동일한 방식으로

EDUPUB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어 콘텐츠 생산 방식을 간소화 시키킬 수 있

고, 플랫폼 사업자 역시 표준 부재시 필연적으로 복잡해 질 수 밖에 없는 콘텐

츠 공급 플랫폼을 간소화 시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학습

에 집중을 할 수 있으며 학습 경험을 교수자 혹은 다른 학습자와 손쉽게 공유

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학습 결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

다.

EDUPUB 프로파일은 EPUB 3를 기반으로 교육용 콘텐츠를 위해 다음과 같

은 항목들이 추가되거나 재정의되었다.

1. 교육출판에 있어 일반적인 구성요소(components)과 구조(structure)에 따

른 시맨틱 추가

2. 인터랙티브와 평가(예: QTI)와 같이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문서의 서

사구조 내에 포함하는 방법을 정의

3. 접근성 기반을 포함하여 교육 표준을 준수

4. 공개된 교육 스크립트 구성요소들을 임베드할 수 있도록 정의

5. 주석 기능(Open Annotation)을 추가

6. 이미지 제작 및 사용(inclusion) 지침을 정의

이러한 내용들은 EDUPUB 프로파일에서 아래와 같이 8개의 주요 항목으로

구성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항목들은 EPUB 3 표준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포

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항목에 대해 교육

용 콘텐츠에 적합하도록 다시 정의한 항목들이다.

1. EDUPUB 문서 모델(3. EDUPUB Document Models)

2. 콘텐츠 구조(4. Content Structure)

3. 스크립트 구성요소(5. Scriptable Components)

4. 평가, 결과 및 분석(6. Assesments, Outcomes and Analytics)



5. 목차(7. Navigation)

6. 교육용 메타데이터(8. Publication Metadata)

7. 주석(9. Annotations)

8. 교육적 배포 가능 객체(10. Distributable Educational Objects)

1) EDUPUB 문서 모델

EDUPUB 문서 모델은 콘텐츠 제작시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대응하도록 하는

지침, 교사용과 학생용 콘텐츠의 구분 및 교사에 특화된 콘텐츠를 표현하는 방

법에 대해 설명한다.

EPUB 3는 문서의 특성에 따라 리플로우과 고정 레이아웃 출판물(Fixed

Layout Publications)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하지만

EDUPUB은 다양한 환경에서 서로 다른 조건을 갖고 있는 학생과 교사를 위해

Reflowable 출판물을 권장한다. 출판물의 특성에 따라 고정 레이아웃 출판물로

문서를 제작하더라도 광범위한 청중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정 레이아웃 출판물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텍스트 기반의 XHTML이나 SVG 콘텐츠 문서로 구성(즉, 텍스트 콘텐

츠는 이미지로 표현하지 않음)

2.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HTML5] 마크업을 사용(더이상 적절한

마크업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DIV 요소나 SPAN 요소는 피

할것)

3. 텍스트 콘텐츠의 논리적 읽기 순서를 유지함(텍스트를 읽는 순서대로 마

크업으로 텍스트가 나타나야함)

4. 읽는데 방해되는 경우에는 배경 이미지 위에 글씨를 위치할 수 없음(텍스

트와 이미지간 대비가 명확하지 않는 등)

교육용 문서는 교사용 학습 지도서와 학생용 에디션으로 구분되고, 교사용은

다시 교사용 에디션과 가이드로 구분된다. 교사용 에디션은 학생용 에디션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며 추가로 학생용 에디션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자료를 포

함한다. 가이드는 학습에 필요한 부수적인 정보, 예를 들면 학습 시간, 순서,

보조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학생용 가이드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다.

EDUPUB 문서모델에서는 교사용 가이드는 기본이 되는 학생용 가이드가 무

엇인지 반드시 dc:source 속성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용 가이드를 반

드시 구분해서 제작하도록 하고 있다. EPUB은 오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리딩시스템이 특정 콘텐츠를 숨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문서 모델에는 구조적 시맨틱, 스타일링에 대해 포함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며 다음 버전에서 준비를 고려하고 있다.

2) 콘텐츠의 구조

콘텐츠의 구조에서는 EDUPUB 제작을 위한 주요 콘텐츠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EDUPUB은 EPUB 3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동일한 내용이 EPUB 3

표준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EDUPUB 프로파일에서는 EPUB 표준과 차이

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콘텐츠의 구조는 다시 구역 나누기(Sectioning), 제목과 헤딩, 쪽번호 매기기,

이미지로 구분되어 있다.

EDUPUB 콘텐츠는 서로 연관된 콘텐츠 구역을 section 요소를 이용해 그룹

으로 묶어야 한다. 그리고 각 구역은 반드시 헤딩을 가져야 하며 둘 이상의

Heading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서는 안된다. 이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사용하

는 교사나 학생들이 콘텐츠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제목과 헤딩(heading)은 반드시 HTML heading elements를 사용하도록 제

한하고 있다. 현재 제작되고 있는 많은 콘텐츠가 제목 영역을 표현할 때

heading elements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EDUPUB에서는 이 부분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heading elements는 h1 ~ h6까지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적인 국내 출판물은 책 제목, 부, 장, 절, 소단락 등 6개 이상으로 문서 레벨이



깊어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heading elements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EDUPUB에서는 가급적 6단계 이내에서 문서를 작성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이

보다 문서 레벨이 깊어질 경우 h6을 다시 사용해 반드시 heading element를

이용하도록 강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

EDUPUB 프로파일은 구조적 시맨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

서는 EDUPUB Structural Semantics Vocabulary [EDUStructure]의 표준을

따라야 한다.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풍부한 시맨틱을 사용하고

자 한다면 RDFa Lite [RDFaLite]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종이책 처럼 페이지가 정해져 있는 유형의 출판물을 EDUPUB 출판물

로 만들 경우 page break markers를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이를 포함하면 학

생들은 페이지가 정해져 있는 출판물을 함께 볼 수 있어 학급에서 프린트 된

교재와 디지털 교재를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출판물은 반드시

원본 출판물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한다.

EDUPUB내에 포함된 이미지는 5.1 Core Media Types [Publications301]에

정의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 형식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sRGB 색상

스페이스를 사용하고 벡터 이미지 라인, 수학공식과 테이블 이미지, 텍스트를

포함한 비트맵 이미지는 PNG나 SVG를 사용해야 한다.

3) 스크립트 구성요소

스크립트 구성요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EDUPUB은

EPUB 스크립트 구성요소(ESC)를 포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추가될 예정이다.

4) 평가, 결과 및 분석

평가, 결과 및 분석에서는 EPUB 3내 콘텐츠를 기반으로 IMS 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LTI), IMS Caliper Analytics, IMS Question & Test

Interoperability(QTI)를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현재 IMS Global과

공동 개발 중인 항목으로 구체적인 표준은 준비중에 있다.



5)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은 출판물의 목차 서열 전체를 포함하여 학습자가 필요한 구역을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래서 toc nav [

ContentDocs301]가 요구되며, 반드시 모든 구조적 계층에 링크를 포함해야 한

다. 필요에 따라 간단한(brief) 목차를 제공할 수 있다.

삽화, 테이블, 오디오, 비디오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면 모든 뷰어에서 콘텐

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목록을 목차 문서(Navigation Document)에

[StructureVocab]에 정의된 방식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6) 교육용 메타데이터

교육용 메타데이터는 콘텐츠에서 메타데이터를 교육적 맥락에서 설정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자와 학습자간의 내용을 구분하고, 교

수자와 학습자에게 해당 교육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학습자 요구와

성향에 따라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 주석

주석 항목은 리딩 시스템이 EPUB 문서의 공개 주석(Open Annotation) 규

정을 준수할 것을 명시한다. 주석의 추출과 동기화 지원은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다.

8) 교육적 배포가능 객체

끝으로 교육적 배포가능 객체에서는 전체 출판물이 아닌, 출판물 안에 교육

적 배포가능 객체를 포함할 경우에 대해 정의한다. 교육적 배포가능 객체를 포

함할 경우 이를 distributable-object로 인식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칙을

담고 있다.

EPUB 출판물과 분리할 수 있는 문서의 한 섹션(예를 들어 연습문제나 학습

목표 같은), 미디어 자원(비디오나 상호작용 기능), 이런 자원들이 결합된 내용



과 같은 ‘배포 가능 개체(Distributable Objects)’는 완전한 EPUB 콘텐츠 문서

(예를 들어 한 챕터처럼)로 제작해야 한다.

2. Open Annotation in EPUB

가. 공개 주석이란?

기존 리딩 시스템은 하이라이트와 주석을 공유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내에서만 공유가 가능하다. 이는 주석에 대한

공개된 표준의 부재로부터 기인한다.

[그림 IV-1] 공개 주석 데이터 모델

공개 주석은 플랫폼울 뛰어넘는 “소셜 리딩”의 기초를 제공한다. 공개 주석

은 교환을 위한 프로토콜을 제시하기 보다는 주석의 표현에 대한 표준화를 통

한 주석의 상호운영성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공개 주석은 댓글 및 하이라이트, 태그, 북마크, 질문과 답변 등 다양한 부분

에 사용이 가능하다.



나. Open Annotation in EPUB

EPUB 출판물에 대한 주석의 생산 그리고 배포, 표현에 대한 W3C 공개 주

석 표준 프로파일을 정의한다. 주석 문서는 JSON-LD 규약을 준수하는 주석

컬렉션을 포함하는 JSON 문서를 사용한다. JSON-LD 프레젠테이션 스키마에

적합한 JSON 포맷으로 주석을 직렬화한다. 주석 내에 콜렉션은 하나만 포함

할 수 있다. 패키징을 진행할 경우 필수 메타데이터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본체의 유효한 HTML5 프레그먼트를 포함해야 한다. 스타일링 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주석의 대상을 식별해야 한다.

EPUB 리딩 시스템은 주석 내보내기와 주석 불러오기 매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외부 소스 뿐만 아니라 EPUB 출판물 내에 임베디드된 주석을 포함한다.

해당 표준은 리딩 시스템이 주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다. 발행(Publishing)

모든 주석 문서에는 전역적으로 유일한 리소스 식별자 URI를 가져야하고,

식별자는 HTTP/S 또는 UUID URN 스키마를 준수해야 한다. 콜렉션과 주석

식별자는 주석 문서에서 @id 특성을 사용한다.

EPUB 출판물에 독립적인 주석을 패키지하는 것은 배포 시나리오에서 매우

중요하다. 출판사는 출판물과 분리하여 주석을 판매할 수도 있다. 리딩 시스템

은 디바이스 사이에 주석을 동기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주석 문서는 독립적

인 파일로 교환될 수 있고 어떤 로컬 리소스도 참고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주석 문서가 로컬 리소스를 참조한다면, 문서는 상호교환하기 위해 해당 리소

스를 함께 패키징해야만 한다. 로컬 리소스와 함께 주석 문서를 패키징하기에

는 ZIP 콘테이너가 적합하다. 주석 문서는 ZIP 콘테이너의 루트에 저장되어야

하고, “annotations.json” 파일명을 사용해야 한다.

주석은 주석 문서 자체에서 추가적인 로컬 리소스를 참고할 수 있다. 리소스

는 IRI을 사용하고 문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표시한다. 모든 로컬 리소스는 유



효한 코어 미디어 타입이어야 한다. 로컬 리소스는 독립 배포 파일을 생성할

때 주석 문서로 압축되어야 한다. 주석은 원격 리소스를 참고할 수 있다. 모든

원격 리소스는 유효한 코어 미디어 타입이어야 한다.

주석 문서의 루트 오브젝트는 주석 콜렉션 오브젝트 한 개를 포함하고 주석

오브젝트 배열을 정의하는 “annotations” 특성을 가져야 한다. 주석 오브젝트

배열은 빈 값 또는 하나 이상의 주석을 포함하고 각 주석은 메타데이터를 포

함한다.

라. 주석

주석의 출처는 주석 메타데이터에서 식별하고 동기 부여(Motivations)도 식

별되어야 한다. 주석은 대상 독자를 설정할 수 있다. 교사 가이드는 단지 교사

에게 목적을 두는 주석 세트인 것을 표시한다. 저자는 주석의 타겟을 정하기

위해 audience 특성을 사용할 수 있다.

마. 본체 구조

각 주석 오브젝트는 코멘트인 주석의 본체를 포함할 수 있다. 본체의 언어

(language 특성)을 포함해야 하고, 장애인 보조 기술에서 적절하게 이용한다.

주석 본체는 스크립트를 포함하면 안되고 리딩 시스템은 임베디드된 스크립트

를 실행하면 안된다.

주석 본체는 외부 CSS 스타일 시트에 링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인라

인 CSS @import 규칙을 통해 참조되는 CSS 스타일 시트는 UTF-8 인코딩되

어야 한다. 리딩시스템이 CSS 뷰포트를 이용하여 주석을 표현하기 위해

EPUB 3 CSS 프로파일을 지원할 수 있다.

저작자는 주석 본체의 접근성 품질을 식별하기 위한 accessibilityFeature 특

성을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그림 IV-2] 공개 주석 본체 구조

바. 대상

주석의 대상은 주석 오브젝트의 자식 hasTarget 특성에 명시한다. 주석에

의해 참조되는 출판물 또는 작품은 대상 오브젝트의 hasSource 특성으로 식별

한다. 주석은 출판된 작품 또는 프래그먼트를 항상 참조하지만, 범위는 작품

(심지어 인쇄물)의 출판된 버전에 적용하는 EPUB 출판물의 특정 배포에 적용

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주석의 의도하는 범위를 외부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대

상 오브젝트의 specificityLevel 특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컨테이너에서 EPUB

출판물의 다중 렌디션을 다루기 위해 컨테이너에서 특정 패키지 문서를 선택

하는 능력을 추가한다. 패키지 문서의 경로는 유형 epub:RenditionState

(hasState 특성의 값)으로 확인한다. EPUB 출판물에서 주석은 EPUB 정규 프

래그먼트 식별 스키마를 사용하여 참조한다. 출판물에 주석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다른 주석을 주석의 대상으로 삼는 능력이다. 이

것은 교사와 학생 사이 또는 독서 그룹의 사이에서 연결된 대화를 허용한다.



3. 배포 가능 객체 표준의 목적 및 개요

EPUB 배포 가능 객체 표준은 EPUB® 출판물에서 배포 가능 객체의 캡슐

화, 전송, 통합 방법을 정의한다.

배포 가능 객체은 다른 곳에서 재사용될 수 있는 EPUB 출판물의 구성요소

이다. 하나의 배포 가능 객체는 완전한 EPUB 콘텐츠 문서이거나 그러한 문서

의 절(節) 또는 미디어 자원 또는 이러한 자원의 조합이 될 수 있다.

본 표준은 이러한 배포 가능 객체를

1. EPUB 출판물 안에서 식별하고

2. 전송하기 위해 추출하고

3. Destination EPUB으로 통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나타내질 수 있

다.

[그림 IV-3] 배포 가능 객체 프레임워크



그러나 추출과 통합은 배포 가능 객체의 생명주기의 선택적인 단계이다. 배

포 가능 객체는 패키지화된 상태로, 생성 및 존재하기만 하거나 패키지화되어

생성되고 단지 통합되거나 원본에 임베드되고 추출되어질 수 있다. 즉, 추출되

어 패키지화되는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본 프레임워크는 임의의 두 당사자 사이에 배포 가능 객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마크업과 이를 처리하는 것을 다시 만들지

않고 개발되는 교환 표준에 대한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출판물의 요소 또는 자원을 재사용하기 쉽게하기

위해서 배포 가능 객체를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일련의 처리과정을 본 표준을

통해서 제시한다.

가. 배포 가능 객체의 두 상태

두 상태 중 하나는 ‘임베디드’이고 다른 하나는 ‘패키지된’이 된다. 임베디드

상태는 추출 대상 EPUB에 임베디드 상태이고, 패키지된 상태는 배포 가능 객

체가 하나의 독립된 EPUB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본 표준에서는 원본

EPUB에 임베디드 상태에서 패키지된 상태로 전환하는 추출과 그 역인 패키지

된 상태에서 임베디드 상태로의 통합하는 것에 대한 과정 또한 제시하고 있다.

현실적인 제한

표준 문서에서 배포 가능 객체의 목적이 캡슐화, 전송, 통합 방법을 정의하

여 다른 곳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임의의 두 당사자 사이에 배포 가능 객체

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를 자동화하여 완벽히 사람의 개입 없

이 처리되는 것은 주어진 표준만으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 과정이

그러하다. 이러한 점은 표준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3.3.1 에서는 “기존 EPUB 출판물로 콘텐츠를 통합하는 처리과정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처리과정 중에 좀 더 높은 수준의 수동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3.3.4 에서는 “본 표준은 어떻게 조각이 통합되는지를 규정하지 않는다. 저자

가 위치를 선택하도록 도구를 사용하거나 사람이 수동으로 조각을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해야할 수 있다.”

3.3.7 에서는 “따라서 그러한 자원이 패키지된 객체에 묶여질 수 있을 지라

도 자원의 변환은 수동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수동으로 처리를 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통합 대상

EPUB에 배포 가능 객체를 통합할 때 배포 가능 객체에 담겨진 내용을 통합

대상 EPUB의 어느 곳에 위치시킬 것인지는 기계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

이다.

예상활용사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통합시에는 사람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므로 추출과 통합을 모두 수행한다는 가정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

지 경우로 나누어 활용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배포 가능 객체에 담겨진 콘텐츠가 독자에게 렌더링할 콘텐츠가 없는

경우

요리 과정을 담는 콘텐츠처럼 여러 장의 사진이 연달아 있지만 이를 렌더링

할 화면이 휴대폰과 같이 일정한 크기 이하인 경우에는 슬라이드 쇼와 같은

형식으로 독자에게 보여지도록 구성하고 싶은 경우는 여러 도서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여러 장의 이미지를 슬라이드 쇼로 보여주고 이러한 사

진들 간에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는 등의 기능만을 담은 javascript 라이브러리

를 배포 가능 객체로 구성하게 되면 이러한 기능을 하는 배포 가능 객체를 도

서에 통합함으로써 임의의 도서에 쉽게 슬라이드 쇼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 배포 가능 객체를 목적 EPUB에 항상 일정한 위치로 통합할 수 있는

경우



독자 반응을 묻는 콘텐츠를 배포 가능 객체로 구성한 후에 출판사가 발생하

는 모든 도서의 맨 끝에 이를 추가하여 출간 직전에 이를 자동으로 통합할 수

있다.

- 추가적인 metadata를 제공하여 배포 가능 객체를 자동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경우

목적 EPUB를 제작 당시부터 특정 배포 가능 객체를 통합할 것으로 기대하

여 이렇게 통합할 배포 가능 객체에 담겨진 콘텐츠를 어느 위치에 통합할지에

대한 내용을 미리 목적 EPUB에 기술해두어 전자책이 발행된 이후에 필요시

배포 가능 객체를 통합하여 독서할 수 있다.

- 배포 가능 객체를 통합시 통합하는 사람이 직접 위치를 결정하는 경우

저자나 출판사가 허용하는 지의 여부를 떠나서 물리학 개론과 같은 과목을

수업하면서 교수자가 역학은 A도서로부터 전자기학은 B도서로부터 식과 같이

적절히 결정하여 도서를 구성할 수 있다.

물론 위에서 제시한 경우 외에도 제작, 유통, 독서시 필요에 따라 본 표준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통합 처리과정에서 많은 경우 사람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통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이

제시한 것과 같은 한정된 사용 사례로 제한되거나 본 프레임워크 위에 통합에

필요한 구체적인 표준을 제정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스크립트 구성요소

EPUB 스크립트 구성요소는 인터렉티브 콘텐츠가 EPUB 출판물에서 생성되

고 협력될 수 있게 상호운영적인 배포와 구독(pubsub) 패턴을 제공한다.

스크립트 구성요소는 단지 콘테이너-제한 스크립트를 지원하거나 전체 스파

인-레벨 스크립트를 지원하는 리딩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다.



제삼자 스크립트 구성요소(위젯)이 안전하게 XHTML 콘텐츠 문서에 통합될

수 있게 허용한다. 스크립트 구성요소가 iframe 요소를 사용하여 임베디드되는

것을 요구한다. EPUB 출판물에서 XHTML 콘텐츠 문서 또는 다른 스크립트

구성요소에 임베드된다.

영역 분리(domain isolation)가 된 스크립트 구성요소 사이에 존재하고, 리딩

시스템은 iframe 요소에 참조되는 문서에서 영역 분리를 한다. 리딩 시스템은

제삼자 스크립트와 보안을 얻을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리딩 시스템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웹 구성요소(예, WebView)를 이용하고

콘텐츠 로딩과 진행사항을 리포팅하기 위해 통신 모듈을 제공한다. 주의할 점

은 통신 모듈이 리딩 시스템의 버퍼 오버플로우와 같은 취약성의 원인이 되기

도 한다.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해서 원격(클라우드) 데이터를 찾고 저장하

기 위해 통신 리소스를 사용하게 된다.

모든 스크립트 구성요소는 iframe 요소에서 서비스되어야 하고, 원격 콘텐츠

가 아니면 스크립트 구성요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리소스는 EPUB 콘테이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스크립트 구성요소는 EPUB 콘텐츠 문서에서 분리된

영역에 존재해야고 EPUB 콘텐츠와 스크립트 구성요소 사이에 통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EPUB 스크립트 구성요소 프로토콜을 이용해야 한다. 스크립트

구성요소 간에 직접적인 접근은 허용하지 않는다. 즉, window.parent에 포함된

특성을 접근하면 안된다.

가. 구성요소간 통신

스크립트 구성요소는 HTML5 postMessage API를 이용하여 프로토콜 층을

통해 통신한다. window.postMessage() API는 다른 영역에서 두 개의 스크립

트 구성요소 사이에 안전한 통신 브릿지를 제공하고 타겟 윈도우(구독자)에게

메시지를 발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구독자는 메시지를 구독하기 위해 이벤트

핸들러 타입 “message”에서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해야만 한다.

스크립트 구성요소는 토픽과 이벤트를 중계하기 위해 PubSub 통신 브릿지



로 메시지를 발행하고, 각 메시지는 JSON 오브젝트로 직렬화해야 한다. 프로

토콜은 속성상 메시지가 구독자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

기 때문에 메시지 구독자는 메시지가 순차적으로 도착하는 것으로 설계되면

안된다.

PubSub 통신 브릿지을 통해 통신하기 위해서 구독과 구독해지, 발행의 함수

를 구현해야 한다. 구독(“epubsc_subscribe”) 함수는 스크립트 구성요소에 대해

토픽을 구독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구독해지(“epubsc_unsubscribe”) 함수는 스

크립트 구성요소가 특정 토픽에 대해 청취를 종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발행

(“epubsc_publish”) 함수는 스크립트 구성요소가 토픽에 대한 메시지 발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모든 토픽 구독과 발행은 구성요소 부모에게 전달되고, 발행된 토픽은 모든

구독한 자식 구성요소에게 전송한다. 발행한 전송자도 토픽을 수신할 수 있다.

토픽 이름은 알파벳숫자 문자로 시작해야 하고, 공백 문자를 포함하면 안된다.

예약된 토픽 이름은 준비 상태에 진입과 메시지 수신 가능을 지시하기 위한

준비(“epubsc_ready”)와 일시정지 상태로 진입하는 것을 지시하는 일시정지

(“epubsc_pause”), 준비 상태로 재시작하는 것을 지시하는 재시작

(“epubsc_resume”), 구성요소가 로딩 시작하는 것을 지시하는 로드

(“epubsc_load”), 구성요소가 언로딩을 시작하는 것을 지시하는 언로드

(“epubsc_unload”), 자비스크립트 이벤트 통신을 위한 이벤트(“epubsc_event”)

등이 있다.

[그림 IV-4] ESC - A Simple Use Case, Ric Wright,
July 2015



나. 초기화

콘텐츠는 로딩 프로세스에서 PubSub 통신 브릿지가 시작되어야 하고, 스크

립트 구성요소는 PubSub 통신 브릿지에 메시지 발행과 구독을 준비해야 한다.

준비가 완료되면 구독자는 “epubsc_ready” 토픽을 발행하여 활성화 상태임을

알려야 한다.

다. 이벤트 통신

스크립트 구성요소는 자바스크립트 이벤트를 받는다. 스크립트 구성요소가

이벤트 속성에 따라 구성요소 부모에 전달 여부를 결정한다.

5. EPUB 스크립트 구성요소 패키징과 통합

EPUB 스크립트 구성요소 패키징과 통합 표준은 EPUB 출판물에서 동적과

상호연동 구성요소의 생성과 통합에 대한 방법을 제공한다. epubcheck 유효성

툴은 스크립트 구성요소의 유효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모든 필수 리

소스는 존재해야 한다. 패키지 문서는 스크립트 구성요소 메타데이터를 저장하

기 위해 사용된다. 고정 레이아웃 메타데이터는 요구되는 종횡비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스크립트 구성요소는 독립 디버깅이 가능하고 스크립트

구성요소는 어떤 리딩 시스템으로 통합될 수 있다. EPUB 패키징은 EPUB 출

판물에서 스크립트 구성요소를 통합하는데 사용한다.

스크립트 구성요소는 XHTML 콘텐츠 문서여야하고, 리소스는 전용 디렉토

리 파일구조를 준수해야 한다. 스크립트 구성요소 리소스와 통합이 가능해야

하고, scriptable-component 콜렉션을 포함해야 한다.



가. 패키지 구성요소

스크립트 구성요소는 배포 가능한 객체(Distributable Objects)의 프레임워크

를 계승하여 패키징하고 통합한다. 스크립트 구성요소의 모든 리소스는

/<EPUB>/components/<ComponentAuthor>/디렉토리에 저장될 수 있고,

<EPUB>은 OCF 콘테이너 안에 EPUB 출판물 리소스가 위치하는 전용 디렉

토리이다. 특정 디렉토리 명을 요구하지 않지만 “EPUB” 이름을 권장한다.

<ComponentAuthor>는 dc:creator 메타데이터 값이여야 한다. 동일한 저자의

공유 자원은 <ComponentAuthor> 하위 디렉토리에 “shared”이름으로 저장된

다.

스크립트 구성요소는 다른 EPUB 출판물에 통합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하

고, 패키지 문서의 id는 전역적으로 유일한 값이어야 한다. dc:type 식별자로

“scriptable-component”으로 정의한다. 모든 스크립트 구성요소는 하나 이상의

저자를 dc:creator로 선언해야 한다. 패키지 문서 메타데이터의 dc:title과

dc:creator 요소는 디렉토리명으로 사용한다. “epubsc:” 접두어를 사용한 meta

요소로는 스크립트 구성요소 버전을 나타내는 epubsc:version 특성과 로컬 스

토리지에 대한 접근 허용 여부를 지시하는 epubsc:storage-required 특성, 네트

워크 접근을 요구하는지를 정의하는 epubsc:network-access-required 특성, 파

라미터의 데이터 유형을 정의하는 epubsc:required-params 특성이 있다.

저자가 구성요소의 크기와 종횡비를 전달하면 고정 레이아웃 EPUB 출판물

을 만들 수 있다. 고정 레이아웃 뷰포트의 크기는 삽입된 툴체인에 의해 사용

된다. 패키지된 구성요소는 스크립트 구성요소의 렌더링에 필요없는 추가적인

리소스를 포함할 수 있다. 출판물 리소스가 아닌 파일은 manifest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리소스는 코어 미디어타입을 필요가 없고 폴백의 대상도 아니다.

나. 구성요소 임베딩

EPUB 출판물에서 스크립트 구성요소를 사용하기 위해 배포가능한 패키지된

구성요소에서 리소스와 메타데이터는 대상 EPUB으로 먼저 통합된다. 스크립



트 구성요소는 iframe에서 호출된다. EPUB 출판물에서 스크립트 구성요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패키지된 구성요소의 리소스는 대상 EPUB으로 불러와야

된다. 패키지된 오브젝트에서 리소스를 통합하는 프로세스는 리소스 마이그레

이션이다. 기본 문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iframe 요소에서 참조되고, 난독화

된 폰트는 난독화해제 그리고 재난독화되어야만 한다.

패키지된 구성요소를 대상 EPUB으로 이동할 때, 임베디드 구성요소의 생성

은 필수사항이다. 임베디드 오브젝트를 만든 단계는 배포 가능 객체 콜렉션이

다.

다. 구성요소 추출

한 EPUB 출판물에서 스크립트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다른 출판물에서 재사

용한다. 리소스를 추출하고 패키지된 구성요소의 재생성은 배포 가능 객체 표

준에서 정의하고, 구성요소 임베딩은 스크립트 구성요소를 임베딩하는 프로세

스를 따른다.



V. 연구 결과

1. 디지털교과서 요구사항의 EDUPUB 표준 반영 현황

가. 적절한 교육 환경 제공

디지털교과서는 개별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다. 개별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 환경이란 개별 학생에 대한 학습 스타일, 학

습 수준, 학습 환경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학습 콘텐츠 제공과 적절한 피드백

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적절한 교육환경

가) 학습 스타일, 학습 수준, 학습 환경 분석

나) 가 항의 분석에 기반한 학습 콘텐츠 제공

다) 학습 콘텐츠 사용에 맞는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 피드백

이를 위해 국내 디지털교과서 저작 표준은 2007년 XML과 HTML을 기반

으로 1단계 표준을 마련하였고, 2010년부터 PDF를 기반으로 한 2단계 표준을

제시,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EPUB 3을 기반으로 3단계 표준을 추진하

고 있다.

IDPF에서 제안하고 있는 EDUPUB이 정리되기 이전부터 국내에서는 EPUB

3를 기반으로 한 3단계 표준이 준비되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2014년에 디지

털교과서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교과서를 개발하고 활용에 필요한 지원도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2년 12월부터 디지털교과서 활용도구를 구축하여

① 디지털교과서 리딩 시스템(PC용, 모바일앱 3종), ②학습 커뮤니티(웹사이트,

모바일앱 3종) ③ 통합 웹사이트(http://st.edunet.net) ④ 회원 가입 및 인증체

제를 준비하였으며,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원을 위해 제작 가이드라인, 샘플 콘



텐츠(중학교 사회, 과학, 영어 등), 패키징 도구를 준비했다.

이런 일련의 준비과정을 통해 국내에서는 디지털교과서를 제한적이나마 교

육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IDPF의 EDUPUB은 국내에서 EPUB 3을 기반으로 준비한 디지털교과서 보

다 출발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디지털교과서 보급을 준비하고 있던

2013년에 피어슨출판사의 주도로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EPUB 3 EDUPUB 프

로파일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5년에 1.0 버전으로 정리가 됐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부분이 개발 중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EPUB 3 기반으로 준비한 디지털교과서 표준 요구사항

을 EDUPUB 표준과 비교 검토해서 국내 표준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국제

표준과 맞춰나가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 국내에서 먼저 도입한 표준이 국제 표

준과 맞지 않을 경우 국내 표준을 변경해야 하거나 국제 표준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림 V-1] 디지털교과서 표준 영역

국내 디지털교과서 표준은 크게 서비스, 콘텐츠 저작관리, 플랫폼, 3rd-Party

시스템, 통신 API, 운영체제, 하드웨어로 나눌 수 있다10). 이중 EDUPUB 표준



의 핵심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항목 EDUPUB 프로파일, 배포 가능 객체, 스크

립트 구성 요소, 스크립트 구성요소 패키지와 통합, 공개 주석과 긴밀한 연계

가 있는 항목은 콘텐츠 저작관리, 3rd-Party 시스템, 통신 API 이렇게 세 개

항목으로 볼 수 있다.

다행히 이전 연구자들이 국내 디지털교과서를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다. ISO/IEC JTC 1/SC34(교육분야 공적 표준기구)와 IMS

GLC(교육분야 사실상 표준단체), IDPF(전자출판분야 사실상 표준단체)를 중심

으로 표준화를 진행했다. 이 항목들이 앞서 얘기한 EDPUUB 표준의 핵심 항

목이며, 국내 표준과 긴밀한 연계가 있는 부분이다. 이번 연구에서 IDPF의

EDUPUB 개발 방향이 국내 표준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

나. 서비스 측면에서의 디지털교과서 표준 개발 방향

국내의 디지털교과서 표준 개발 방향은 ① 표준에 기반한 개방형 디지털교

과서 ② 저비용/오픈마켓의 실제 서비스 가능한 디지털교과서 ③ 교육 빅데이

터 처리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교과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IDPF가 제안하고 있는 EDUPUB 표준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항목은 ①항과 ②

항으로 볼 수 있다.

① 표준에 기반한 개방형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는 온-오프 수업을 모두 지원하는 혼합 학습 매체의 역할을 해

야 하며 전용 리딩 시스템 없이 모든 표준을 준수하는 모든 EPUB 3 리딩 시

스템에서 실행 가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습관리 시스템과 연동되어 학습

자의 정보를 추적/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정보를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11).

10) 시험인증 기술 동향 : 스마트 교육환경에서의 디지털교과서 표준화 방향 참
조
11) 시험인증 기술 동향 : 스마트 교육환경에서의 디지털교과서 표준화 방향 참
조



이 항목은 EDUPUB Profile에서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EDUPUB 프로파일은 EPUB 3 포맷의 기능들을 교육출판의 고유 구조, 시맨틱

및 행동 규정(behavioral requirements)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여 EPUB 3 리딩

시스템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반영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관리 시스템 연

동은 EPUB 3 EDUPUB 프로파일 문서(6. Assessments, Outcomes and

Analytics)에서 계속 반영 및 개발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이전에

작성된 Draft Specification 15 January 2015 문서에는 [EDUPUB과 평가, 결과

및 분석 서비스와의 연동에 대한 권고 및 모범 사례는 후속 버전에서 통합 예

정입니다.]로 되어 있던 항목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콘텐츠 적합성, 리딩

시스템 적합성 등이 추가되면서 보다 구체화 되었다12).

② 저비용/오픈마켓의 실제 서비스 가능한 디지털교과서

IDPF에서 제안하고 있는 EDUPUB 표준은 EPUB 3을 기반으로 하며 EPUB

3보다 확장된 기능은 지양한다. 따라서 기존 유통 플랫폼(3rd party)을 통해

EDUPUB 콘텐츠를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는 구조가 정립되어 있다. 이를 위

해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내 유통사 한 곳의 리딩 시스템을 통해 EPUB 3

콘텐츠를 테스트하였으며, IDPF와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EDUPUB 기반 콘텐

츠가 무리 없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리딩

시스템이 EPUB 3을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통 플랫폼도 교육용 콘텐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는 3rd-party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12) EDUPUB 프로파일 6장 평가, 결과 및 분석 참조



다. 기능적 측면에서의 디지털교과서 표준 개발 방향

기능적 측면에서 국내 디지털교과서의 기능은 아래 표와 같다.

[그림 V-2]국내 디지털교과서의 기능(스마트교육환경에서의 디지털교과서 표준

화 방향)

이 기능 중 국내 디지털교과서에서 문제가 EPUB 3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

은 기존 EPUB 표준에서 통신과 저장, 상호작용을 위한 규격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 기능들은 개방형 디지털교과서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EPUB 3

에서 사용 가능한 JavaScript로 대체를 했지만 EPUB3의 확장 표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EPUB 3의 기반 기술인 웹이 HTML5로 넘어가고 ActiveX, NPAPI,



플래시 같은 설치형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제한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JavaScript의 활용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JavaScript가 웹 환경에

서 간단한 액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됐지만 Node.js를 통해 확장성 있

는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EPUB 3에서도 HTML5

와 JavaScript만으로 통신과 저장, 상호작용, 외부 도구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EPUB 스크립트 구성요소(ESC)을 통해 리딩 시스템은 스파인

레벨 스크립트를 지원하고 ESC 인식하도록 하여 디지털교과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디지털교과서가 통신과 저장,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JavaScript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EDUPUB 표

준에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디지털교과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 요소 중 하나는 전자책 공개 주

석 의 표준화이다. 이 항목은 EPUB에서 공개 주석(Open Annotation in

EPUB)에서 표준으로 정리가 진행되고 있다. 공개 주석 표준화 작업은 EPUB

3의 확장 모듈로 설계되고 있으며 표준 맥락에서 공개 주석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이는 디지털교과서에서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기술로 교사와

학생, 서비스 제공자 간에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통

해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라. 세부 기능 항목

세부 기능 항목에서는 디지털교과서와 EDUPUB 간에 차이가 있다. 디지털

교과서는 고정레이아웃을 기반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제작했는데 Draft

Specification 15 January 2015 EDUPUB 프로파일에서는 접근성 측면에서 고

정레이아웃 콘텐츠를 지양했다. 그리고 디지털교과서의 패키징 방식은 EPUB

콘텐츠들을 다시 zip 파일로 묶어 배포를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IDPF는 고정레이아웃 사용에 대해 조금 더 유연

하게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고정레이아웃 출판물은 접근성에 제한이 따



르기 때문에 접근성을 보장한다면 고정레이아웃 출판물도 EDUPUB에서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교과서에는 동영상, MP3, 이미지 등 다양한 미디어가 포함된다. 이로

인해 장 별로 수백에서 1GB이상 크기가 커져 분권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다시 zip파일 형태로 묶어 배포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IDPF와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DUPUB은 아직 실제 교육환경에 적용한 데이

터가 적어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DUPUB 프로파일 중

DO(배포 가능 객체)는 콘텐츠 내에 있는 오브젝트를 추출해 재배포 하는 방법

을 다루는데 디지털교과서의 배포방식 문제를 이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국내 디지털교과서 표준은 EDUPUB보다 먼저 개발되었지만 개발 초기부터

국제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 국내 디지털교과서 표준이 EDUPUB에 대

부분 반영되어 있다. 디지털교과서의 구성 요소 중 EDUPUB 영역과 겹치는

항목인 콘텐츠 저작관리, 3rd-Party 시스템, 통신 API와 디지털교과서 표준 개

발 방향인 ① 표준에 기반한 개방형 디지털교과서 ② 저비용/오픈마켓의 실제

서비스 가능한 디지털교과서 항목은 EDUPUB이 EPUB 3를 기반으로 하면서

EDUPUB 프로파일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고정레이아웃이나 콘텐츠 패키징 방식 등 몇몇 세부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IDPF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내 표준을 반영하거나 더 나은 개선방

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2. EDUPUB 기반 교육용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방안 및

시사점

EDUPUB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긴밀하게 연

계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자들이 쉽게 EDUPUB으

로 디지털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야 하고, 교육기관 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EDUPUB 기반의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



고 교육기관에서만 독자적으로 디지털교과서를 배포하고 초중고 학습에서만

활용하기 보다는 일반 산업계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EDUPUB 기반의 교육 콘

텐츠로 제작하고 이를 일반 유통사들이 배포하며, 독자들이 이를 사용해 학습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손쉽게 EDUPUB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저작 소프

트웨어 준비, 둘째, 유통사들의 리딩 시스템에 EDUPUB 콘텐츠를 렌더링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셋째, 출판사들의 교육용 콘텐츠를 EDUPUB으로 배포하는

작업이 선행되야 한다.

가. 활용방안

1) 저작소프트웨어

EDUPUB은 EPUB 3을 기반으로 한다. EPUB 3은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않

아 저작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나모 펍트리, 오렌지디지

트의 뷰포터(View Porter)가 EPUB 3 콘텐츠를 지원한다. 이 저작 소프트웨어

는 사용이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용 콘텐츠를 제

작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야 하는 점들이 많이 있다.

가) 시장 규모

국내는 아직 EPUB 3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이다. 국내 주요 유통사는

모두 EPUB 3을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일부 유통사가 EPUB 3 콘텐츠

를 지원하고 있으나 동영상, MP3 지원 등 단순한 기능 중심이어서 EDUPUB

콘텐츠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저작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EPUB 3 시장 진입이 반

드시 필요하다. 나모 펍트리나 오렌지디지트의 뷰포터는 많은 저작자들로부터

성능을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시장에서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 저작도구로 제작된 콘텐츠는 국내 주요 유통사에서 유통할 수 없어

EPUB 파일을 다시 앱 형태로 변환해서 단독 앱으로 배포하는 등 유통에 제약



이 심하다. 지속적인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저작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개발을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EPUB 3 시장이 활성화되어 저작 소프트웨어의 수요

가 증가할 필요가 있다.

나) 다양한 스크립트 구성요소(SC) 지원 필요

풍부한 디지털교과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크립트 구성요소

이 저작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문제풀이를 위해서는 사지

선다형, OX형, 주관식형, 단어매칭형 등 여러 유형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스

크립트 구성요소이 필요하다. 위키피디아나 웹사전을 통해 정보를 얻고 수학문

제 풀이를 위해 캔버스 기능으로 필기를 할 수 있는 등 저작자가 개발하기 어

려운 기능들이 스크립트 구성요소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기능들을 전문

개발자에게 의뢰하면 콘텐츠 제작 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EDUPUB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저작도구 내에 다양한 스크립트 구성요소를 포함시켜

저렴한 비용으로 EDUPUB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기술 통제와 콘텐츠 검증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큰 장애 요소 중 하나는 현재 기술 범위

를 벗어나는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표준에 벗어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리딩시스템은 표준에 벗어나는 예외처리를 하게 되었고,

OS가 업데이트 되거나 새로운 플랫폼에 디지털 교과서를 적용할 때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했다.

저작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출판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표준에 맞는 스크립트 구성요소로 제작하고, 유통사의 리딩시스템에서

충분히 테스트한 후 저작소프트웨어에 포함시켜 표준에 적합한 콘텐츠만 만들

수 있도록 저작소프트웨어로 통제할 수 있다.

현재 기술로 구현이 어려운 기능은 저작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지 않고, 출판

사와 유통사, 저작소프트웨어 개발사 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술 구현 일

정을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출판사와 저작소프트웨어 개발사 간의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 저작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기술이 있지만 EDUPUB 콘텐츠에 필요한 스

크립트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 출판사는 필요한 기능을

개발할 수 없어 높은 비용을 들여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비용으로 인해

EDUPUB 콘텐츠 제작을 포기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사와 출판사의

니즈가 상호 보완적이며 이 둘이 서로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ODPF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저작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출판사간의 니즈

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유통사 리딩시스템

국내 유통사의 리딩시스템은 EPUB 3를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EPUB

3를 지원한다고 표방한 리딩 시스템도 동영상이나 MP3을 구현하는 수준이 대

부분이다. 국내 유통사의 리딩시스템 중 EPUB 3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곳

은 교보문고 뿐이다.

유통사가 아닌 개발업체 중에서는 EPUB 3을 반영한 리딩 시스템이 많이 있

다. 리딩 시스템 전문 개발업체에서 만든 펍트리, 깃든 뷰어 등은 EPUB 3 기

능을 90% 이상 지원한다. 하지만 이런 리딩 시스템은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

되지 않았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 중 일부는 콘텐츠 제작상의 문제가

있어 표준 리딩 시스템에서 보려면 예외처리가 필요하다. 예외처리를 하지 않

을 경우 콘텐츠가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리딩 시스템이 강제종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EDUPUB이 활성화되려면 유통사 리딩 시스템이 EPUB 3와 EDUPUB을 지

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통 플랫폼도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ODPF 참여사인 교보문고와 유통사 리딩시스템에서 EDUPUB을

테스트하였으며 유통사의 EDUPUB 플랫폼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직

EDUPUB 프로파일이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유통사가 참여를 하기 어려



운 상황이다. 그래서 ODPF의 멤버로, 메인 유통사 중 하나이고, EPUB 3을 지

원하며, 출판산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교보문고와 연구를 하고 있다.

가) 다양한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검증 필요

EDUPUB은 EPUB 3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사 리딩 시스템이

EPUB 3를 지원한다면 EDUPUB을 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EPUB 3을 지원하기만 하면 개방형 디지털교과서를 기반으로 저비용 오픈마켓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EPUB 3 지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디지털교과서 콘텐츠를 활용함에

있어 수많은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 뷰어 개발 업체의 EPUB 3 리

딩 시스템은 표준 EPUB 3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하지만 유통사에서는 사용하

지 않는다. 이는 상용 콘텐츠들이 수많은 예외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외사항을 검증하지 않은 전문 뷰어 개발 업체의 리딩 시스템은 상용 콘텐

츠를 렌더링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출판사에서 제작해 유통하고 있

는 콘텐츠 중 EPUB 파일에 문제가 있어 교보문고 리딩시스템에서 예외처리를

통해 열리는 EPUB 콘텐츠는 10개 중 6개가 뷰어 전문 개발업체의 뷰어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EDUPUB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보다 구조가 복잡하

고 기능이 다양하며 파일 용량도 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콘텐츠가 리딩시스템

에서 제대로 구현되려면 다양한 검증이 선행되야 한다.

나) 서로 다른 유통사별 리딩시스템의 지원 콘텐츠 스펙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유통사별 리딩시스템이 지원하는 콘텐츠의 스펙이

다르다는 점이다. EPUB 3가 공식적으로 지원되어 멀티미디어와 스크립트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EPUB 파일의 크기, 멀티미디어 파일의 용량 및 품질 등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일부 유통사는 2GB 이상인 EPUB을 수용하는 반면 일

부 유통사는 100MB로 제한을 걸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EDUPUB을 지원

하기 위한 하드웨어 사양 뿐 아니라 리딩시스템의 지원 콘텐츠 스펙도 제안할

필요가 있다.



3) 출판사 참여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산업계에서 EDUPUB에 대한 인지도와 준비 현황

을 파악한 결과 EDUPUB 표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곳은 전혀 없었

으며 디지털 교육에 대해 관심있는 출판사 중에 소수만이 EDUPUB에 대해 알

고 있었다.

가) EDUPUB에 대한 인식 부족

EDUPUB 프로파일이 2015년에 1.0 버전으로 갱신되었기 때문에 아직 산업

계에서는 EDUPUB에 대한 활용 실태를 파악하거나 구체적인 대응을 모색한

출판사를 찾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EDUPUB 표준 문서를 한글로 번역하고

부합화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출판사에 EDUPUB을 소개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나) 유통채널 부재, 높은 제작비용

출판사는 교육 콘텐츠를 앱북 형태로 제작하고 있다. 국내 유통사 중 EPUB

3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EDUPUB 포맷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더라도 유통을 할 수 없다. 또한 EPUB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들 중

에서도 EPUB 3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으며, 제작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앱북으로 제작할 때보다 EDUPUB으로 제작할 때 더 높은

제작비를 요구한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국내 유통 콘텐츠를 분석해 보면 EPUB

으로 된 교육용 콘텐츠는 모두 텍스트와 이미지 기반으로 EPUB 3 기반

EDUPUB 콘텐츠는 1종도 없다. 하지만 앱으로 개발 된 교육분야 콘텐츠는 동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와 문제풀이, 사전 연동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

다.



[그림 V-3] EPUB 2의 이미지 기반으로 수학 공식 등은 모두 이미지로 들어감

앱으로 개발된 교육분야 콘텐츠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EPUB 3 기반의 EDUPUB 콘텐츠는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 그리고 EDUPUB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업체나

저작도구 역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나. 시사점

국내 디지털교과서 연구는 국제적인 흐름보다 앞서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제표준에 부합한다. 2013년부터 준비한 디지털교과서 표준은 2015년에 초안

이 정리된 EDUPUB 표준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국내 디지털교과서 개발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함을 의미한다.

다만, 디지털교과서의 패키지 방식, 분권 처리 등 표준에 벗어난 기술은 시

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EDUPUB 표준에 맞춰 개선을 해야한다. 디지털교과서

는 다양한 예외처리로 인해 표준이 파편화 되면서 새로운 기기, 새로운 OS가

등장할 때마다 생기는 문제들을 경험했다.

EDUPUB은 디지털교과서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 기



술들은 IDPF, IMS, W3C 등의 기술 표준을 따르고 있다. 이는 플랫폼 환경이

바뀌더라도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도비의 플래시가 사라지

고, MS에서 윈도우 10을 출시하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포기한 예는 시장

지배력이 높은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표준을 지키켜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디지털교과서도 표준에 벗어난 기술들은 반드시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을 해야한다.

디지털교과서 제작과 활용 관점에서는 연구와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야 한다. 디지털교과서 활용은 2013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준비했지만 여전히 시

범사업 수준에 머물러있고 산업계로 확산되지 못했다. 접근방식 자체가 디지털

교과서로 한정지어 일반 출판물로 확산될 여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 저작도구

나 유통사 플랫폼이 디지털교과서를 지원하지 않아 교육용 콘텐츠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앱으로 제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EDUPUB 표준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산업계에 확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디지털교과서의 범위를 학교와 교과서 출판사에서 산업계로 확대시키는 것

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출판계에서는 앱북이나 자체적인 기술로 교육

용 콘텐츠를 생산해 내고 있다. 교보문고나 오렌지디지트, 나모 같은 업체들

역시 EPUB 3를 기반으로 한 교육용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상용화를 하기 위

해 투자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출판 시장의 60%에 달하는 교육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상호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디

지털교과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면 디지털교과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산업계에서 활발히 연구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전자책 시장이 EPUB 2을 기반으로 해서 EPUB 3 기반 플랫폼 구축이

늦어지는 점도 EDUPUB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EDUPUB에 대한 인지도

가 매우 낮아 출판계에서는 EDUPUB을 활용한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

고 유통사는 콘텐츠가 없어 플랫폼 투자를 하지 않으며 이는 유통채널이 없어

출판사가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콘텐츠 제작과 유통플랫폼 확대를 위한 투자가 선행되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을 산업계에 개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EDUPUB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초기 단계이다. 아직 이렇다 할 활용사례조

차 찾기 힘들고 연구자들 외에는 EDUPUB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이 드문

실정이다. 출판사, 유통사, 저작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상호 협력 없이 각 분야의

이해에 따라 EDUPUB 표준을 분석하고 개발해 나간다면 기술이 파편화될 수

밖에 없다.

전자책 시장 초기에 XML, PDF, 암호화된 텍스트 등으로 전자책 포맷이 파

편화된 사례가 있다. EPUB 2를 도입하면서도 표준에 대한 해석이 달라 허용

가능한 콘텐츠 용량, 표지나 콘텐츠 내의 이미지 품질, 멀티미디어 파일의 포

함 방식 등이 유통사별로 달랐다. 일부 출판사는 자신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

작하기 위해 표준 예외처리를 요청하기도 하면서 동일한 EPUB 콘텐츠가 유통

사 뷰어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 문제도 생겼다.

디지털교과서는 EDUPUB이 제안되기 이전에 디지털 콘텐츠를 교육에 적용

하는 시도를 하면서 산업계와 비슷한 문제를 경험했다. XML, PDF, EPUB 등

으로 디지털교과서 제작을 위한 표준 기술이 바뀌었으며, 다양한 요구를 수용

하기 위해 정해진 표준에서 벗어나 수많은 예외처리를 유통 플랫폼과 리딩시

스템에 적용했다. 이로 인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 대응이 점점 어

려워 졌다.

EDUPUB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직 초기단계

이지만 국내 디지털교과서가 요구하는 기능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디지털교과서의 기술을 표준에 반영할 수 있는 여

지도 충분히 있다.

EDUPUB을 성급하게 산업계로 확산을 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지원

을 통해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을 만들고 적은 비용으로 콘텐츠를 제작

할 수 있는 저작도구를 개발, 배포하며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유통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야 한다.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을 일반 산업계에서도 사



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 산업계에서도 EDUPUB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런 환경이 구축되면 출판계는 자연스럽게 EDUPUB을 활

용한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고 디지털교과서 시장이 확산될 것이라 예

상한다.


